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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성장애를 평가하고 치료할 때 음성과 관련된 문제가 대상

자의 직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1]. 음성문제로 인해 대상자가 느끼는 장애 정도는 직업

적 음성사용의 여부 또는 음성 사용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

다. 가수나 교사, 방송인과 같이 직업적으로 음성을 많이 사용

하는 사람들은 음성 문제가 직업 활동이나 업무 수행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성을 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음성문제가 그

1)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언어치료교육전공, jaeock@gmail.com

접수일자: 2015년 10월 26일
수정일자: 2015년 12월 8일
게재결정: 2015년 12월 10일

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Koufman과 Isaacson[2]은 음성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음성사

용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Level 1은 전문

적 음성사용자(Elite Vocal Performer: 다양한 장르의 가수, 배

우, 방송인 등), Level 2는 직업적 음성사용자(Professional 

Voice User: 강사, 교사, 목회자, 상담사, 텔레마케터 등), Lever 

3은 직업적 비음성사용자(Non-vocal Professional:,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Level 4는 비직업적 비음성사용자(Non-vocal 

Non-professional: 회사원, 사무직 종사자, 주부 등)로, Level 2는 

Level 3이나 4에 비해 양적으로 음성사용의 차이가 있는 반면, 

Level 1은 일반적 발성과는 다른 발성을 사용하여 양적뿐만 아

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다른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3]. Level 1

이나 2의 경우 직업 활동으로 인해 음성을 남용하거나 오용하

여 쉰목소리, 음성일탈, 약한 음성, 음성피로 등의 음성증상이 

주로 보이고, 짧은 호흡, 마른 기침, 목의 건조함, 이물감 또는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7권 제4호 (2015.12.31) ksss.jams.or.kr

ISSN 2005-8063, pp. 67~76 http://dx.doi.org/10.13064/KSSS.2015.7.4.067

음성장애가 있는 직업적 음성사용자와 비직업적 음성사용자의 

음성장애 중증도와 유형에 따른 자기보고식 음성평가 차이

Comparison of Self-Reporting Voice Evaluations between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Voice Users with Voice Disorders by Severity and Type

김 재 옥1)

Kim, Jaeo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professional (Pro) and non-professional (Non-pro) voice users with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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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K-VRQOL). In addition, those were compared by voice quality and voice disorder type. 94 Pro and 106 Non-pro were 
asked to fill out the K-VHI and K-VRQOL, perceptually evaluated on GRBAS scales, and divided into three types of voice 
disorders (functional, organic and neurologic) by an experienced speech-language pathologist and an otolaryngologi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unctional (F) and physical (P) scores of K-VHI in Pro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Non-pro group. As the voice quality evaluated by G scale got worse, the scores of all aspects except emotional (E) of K-VHI 
and social-emotional (SE) of K-VRQOL were higher. All scores of K-VHI and K-VRQOL in neurologic voice disord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functional and organic voice disorders. In conclusion, professional voice users are more 
sensitive to their functional and physical handicap resulted by their voice problems and that goes double for the pati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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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감 등 신체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만성화

될 때에 결절이나 폴립, 출혈, 낭종 등의 성대병변과 근긴장성 

발성장애, 인후두역류와 같은 음성장애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

다[2-7].

음성장애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음향학적, 공기역학적, 후

두내시경 등의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

으로는 음성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이나 심리적 측

면의 장애를 평가하지 못한다[8,9]. 음성문제로 인해 제한되는 

전반적인 상태를 다루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경험하는 주관적

인 음성장애의 정도를 음성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음성이 대상

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재에 대한 효율성을 개별

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10]. 특히 

전문적으로 음성을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자

신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거나 음성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음성의 장애 정도를 

음성평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11,12]에 의하면 성대에 양성병변이 있는 전문직 

음성사용자들이 실시한 자기보고식 주관적 음성평가와 평가자

들에 의한 청지각적 평가 및 음향학적 평가와의 상관관계가 

낮았다. 전문 가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도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인 가수를 위한 음성장애지수(Singing Voice 

Handicap Index, SVHI [14])와 후두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직접 

평가하는 후두비디오스트로보스코피 상에서의 후두병변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즉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음성문제는 음성이 업무 수행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져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음성평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직업적으로 음성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자신의 음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나 가수(성악가, 대중가수, 뮤지

컬배우 등), 학생교사, 뮤지컬이나 성악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

로 비직업적 음성사용자들과의 주관적인 음성평가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직업적 음성사용자가 비직업적 음성사용자

에 비해 자신의 음성에 더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음성문제에 

더욱 민감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불편감이나 장애 정도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15-25]. 그러나 이 연구들 중 

일부는 음성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음성문제로 인해 경험

하고 있는 신체적․기능적․감정적․사회적인 장애와 이로 인

한 삶의 질의 변화를 평가하게 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연구결

과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음성장애가 있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음성장애로 초래되는 문제점을 인식

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 가령 연령, 성별, 

음성장애의 정도, 음성장애의 유형 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

서 비교하였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 즉 

연령이 낮거나 직업 활동이 활발한 시기일수록, 민감한 여성일

수록, 음성장애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만성적이거나 치료가 어

려운 음성장애일수록 음성문제에 대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고 결과

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령이나 성별은 자기보고식 주관

적 음성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들[14-16, 

22,26,27]은 있지만 음성장애의 중증도나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음성장애군을 대상으로 직업적 음성사용 유

무에 따라 음성문제로 인한 직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

편함 또는 그로 인한 핸디캡의 차이가 있는지를 자기보고식 

주관적 음성평가로 비교하고, 이와 더불어 음성장애의 중증도

나 유형에 따라 대상자들이 느끼는 문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차이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 음성장애군의 직업적 음성사용 유무(집단 간)에 따라 자

기보고식 음성평가의 차이가 있는가? 

B. 음성장애군의 직업적 음성사용 유무(집단 간)와 음질에 

따른 자기보고식 음성평가의 차이가 있는가?

C. 음성장애군의 직업적 음성사용 유무(집단 간)와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자기보고식 음성평가의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음성문제를 주호소로 서울에 소재한 대학병원 이

비인후과의 음성클리닉을 방문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후두비디오스트로보스코피를 시행하고 음성언어재활사에 의해 

음향학적 검사, 공기역학적 검사 등의 음성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장애로 진단받은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은 Koufman과 Isaacson[2]의 직업적 

음성사용자의 분류에 따라 이들을 Level 1~4로 분류하고 Level 

1과 2는 직업적 음성사용자(professional; Pro), Level 3과 4는 

비직업적 음성사용자(non-professional; Non-pro)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표 1]과 같이 Pro 집단은 94명, Non-pro 집단은 106명

(남성 80명, 여성 120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4명, 20

대가 43명, 30대가 76명, 40대가 46명, 50대가 21명이었다. 

음성장애는 일반적으로 기능적, 기질적, 신경학적 음성장애

로 구분되며[25],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해 기능적 

음성장애는 음성남용이나 오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대결절, 

성대용종, 성대부종, 근긴장성 발성장애, 변성 발성장애, 외상

성 후두염 등을 포함하였고, 기질적 음성장애는 후두의 기질적

인 일탈이나 질환에 의한 성대낭종, 유두종, 육아종, 백반증, 

남성음 등을 포함하였으며, 신경학적 음성장애는 신경의 이상

으로 발생하는 성대마비, 연축성 발성장애, 역행성 성대운동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음성장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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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빈도는 [표 1]에 제시하였으며, 기능적 음성장애가 127

명, 기질적 음성장애가 37명, 신경학적 음성장애가 36명이었다.

두 집단 간에 성별, 연령 및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대상자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χ²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음성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χ² = 17.898, p < .001). 이는 

두 집단 모두 기능적 음성장애가 기질적 또는 신경학적 음성

장애에 비해 많은 대상자들이 분포하였기 때문이다.  

Pro Non-pro Total
n(%) n(%) n(%)

Gender
men 32(34.0) 48(45.3) 80(40.0) 
women 62(66.0) 58(54.7) 120(60.0) 

Age
  ~19 6(6.4) 8(7.5) 14(7.0) 
20~29 23(24.5) 20(18.9) 43(21.5) 
30~39 39(41.5) 37(34.9) 76(38.0) 
40~49 20(21.3) 26(24.5) 46(23.0) 
50~59 6(6.4) 15(14.2) 21(10.5) 

Diagnosis
Functional 74(78.7) 53(50.0) 127(63.5) 
Organic 11(11.7) 26(24.5) 37(18.5) 
Neurologic 9(9.6) 27(25.5) 36(18.0)

표 1. 대상자 분포

Table 1.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Pro: professional, Non-pro: nonprofessional

각 집단의 평균연령은 Pro 집단이 34.01(15~58)세였고, 

Non-pro 집단은 36.52(14~65)세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남성은 35.49(14~59)세, 여성은 

35.24(14~65)세로 성별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2]. 

모든 대상자들은 음성치료, 약물치료, 또는 수술치료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Pro(n=94) Non-pro(n=106) Total(N=200)
M±SD M±SD M±SD

Men 34.47±9.59 36.17±11.97 35.49±11.05
Women 33.77±10.11 36.81±11.05 35.24±10.64

Total 34.01±9.89 36.52±11.42 35.34±10.78

표 2. 대상자 연령의 기술통계

Table 2.Descriptive statistics of age(years)

  

 Pro: professional, Non-pro: nonprofessional

2.2 연구 절차

2.2.1 GRBAS 평가

대상자가 3초간의 /a/ 모음 연장발성과 ‘가을문단’을 읽는 

동안 두 과제를 함께 고려하여 1명의 숙련된 음성언어재활사

와 1명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개별적으로 평가자에 의한 청

지각적 평가인 GRBAS[29] 척도 중 전반적 쉰목소리를 나타내

는 G 척도를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음질을 나타내는 G 

척도를 음성장애의 중증도로 보았다. G 척도의 등급은 0~4점 

척도(0점: normal, 3점: severe)를 기준으로 두 명에 의한 평가

가 일치하는 등급을 사용하였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둘 

중에서 높은 등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적 음성사

용자 집단에서 G3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두 집단 모두 

G0~G2에 해당하는 대상자만을 포함하였다. 

G 척도에 따른 집단 및 성별 간 대상자 분포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G 척도에 따른 집단 간 분

포나 성별 간 분포의 차이도 없었다[표 3, 4]. 

      Group
 G scale

Pro Non-pro Total
n(%) n(%) n(%)

0 14(14.9) 11(10.4) 25(12.5)
1 54(48.6) 57(53.8) 11155.5)
2 26(40.6) 38(35.8) 64(32.0)

표 3. G 척도에 따른 집단 간 대상자 분포

Table 3. Distributions by group and G scale

 Pro: professional, Non-pro: nonprofessional

       Gender
 G scale

Men Women Total
n(%) n(%) n(%)

0 11(13.8) 14(11.7) 25(12.5)
1 39(48.8) 72(60.0) 111(55.5)
2 30(37.5) 34(28.3) 64(32.0)

표 4. G 척도에 따른 성별 간 대상자 분포

Table 4. Distributions by gender and G scale

2.2.2 K-VHI와 K-VRQOL 작성

모든 대상자들은 음성장애 진단을 위한 음성 평가를 실시하

기 전에 대상자 중심의 주관적 자가보고 형식의 음성평가 도

구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Voice Handicap Index(VHI[30])

와 Voice-related Quality of Life(VRQOL [31])의 한국어 버전으

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K-VHI와 K-VRQOL[32]을 작성

하였다. 

K-VHI는 음성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총 30

문항으로 기능(F), 신체(P), 감정(E)의 세 가지 세부영역으로 구

분되며, 각 문항이 0(거의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점의 5

점 척도로 총점수(T)의 범위가 0~120점이다. K-VHI는 원점수

가 높을수록 음성문제로 인한 장애가 높다고 평가된다. 

K-VRQOL은 음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

으로, 사회-심리(SE)와 신체-기능(PF)의 두 가지 세부영역으로 

구분되고, 총 10문항을 0~100점으로 표준화하여 총점수(T)가 0

점이면 음성과 관련하여 삶의 질이 매우 나쁜 것을 의미하며, 

100점은 음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대상자들이 두 질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대상자 스스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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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해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평가하도록 권

유하였으며, 문항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언

어재활사가 문장의 해석을 도와주었다. 각 대상자가 두 질문지

를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5~10분 정도였다. 

2.2.3 자료 처리

모든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TM 20.0을 사용하였다. 

음성장애군의 직업적 음성사용 유무(집단 간)에 따른 각 

K-VHI와 K-VRQOL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하였

다. 집단과 음성장애 중증도(G 척도)에 따른 차이는 음성장애 

유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음성장애 유형을 공변량으로 하

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

에 따른 차이는 중증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G 척도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2.4 신뢰도

대상자가 질문지를 일관성 있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체 대상자의 

15%에 해당되는 30명에게 첫 평가 이후 1~2주의 간격을 두고 

음성클리닉을 방문하게 하여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

이 음성클리닉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질문지들을 전자우

편으로 발송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Pearson r 상관분석을 실시

한 결과, K-VHI 총점수(r = .884, p < .001)와 K-VRQOL 총점수

(r = .853, p < .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신뢰도

를 보였다. 

3. 결과

3.1 집단 간 K-VHI와 K-VRQOL 비교

두 집단의 K-VHI와 K-VRQOL을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

이 K-VHI의 신체(P)만 Pro 집단이 Non-pro 집단에 비해 유의

미하게 높았으며(t = 2.194, p = .029), K-VHI의 다른 세부영역이

나 K-VRQOL의 총점수(T)와 모든 세부영역에서 Pro 집단이 

Non-pro 집단에 비해 평균치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2 집단과 음성장애 중증도에 따른 K-VHI와 

K-VRQOL 비교

집단과 음성장애 중증도(G 척도)에 따른 K-VHI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음성장애 유형을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표 6], 총점수(T)는 집단과 G 척도 간의 상호작

용 효과와 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지만 G 척도에 따른 차

이가 있었다(F = 6.163, p = .003). 이에 G 척도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G0-G1(p = .012), G0-G2(p

= .002)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ource df MS  F p

T

Diagnosis§ 1 12456.59 19.057 <.001*

Group 1 2194.25 3.357  .068
Grade (G) 2 4028.55 6.163  .003*
Group x G 2 438.57 .671 .512
Error 193 653.66

F

Diagnosis§ 1 2542.66 27.927 <.001*

Group 1 394.99 4.338  .039*

Grade (G) 2 355.22 3.901  .022*

Group x G 2 56.58 .621 .538
Error 193 91.05

P

Diagnosis§ 1 438.37 6.431  .012*

Group 1 405.81 5.953  .016*

Grade (G) 2 758.17 11.122 <.001*

Group x G 2 14.84 .218  .805
Error 193 68.17

E

Diagnosis§ 1 1619.821 15.045 <.001*

Group 1 46.564 .433  .512
Grade (G) 2 321.923 2.990  .053
Group x G 2 106.645 .991  .373
Error 193 107.663

§ covariate

표 6. 음성장애 유형을 공분산으로 하는 집단과 

G 척도 간 K-VHI의 공분산분석

Table 6. ANCOVA of K-VHI as a function of group and 
G scale, with types of voice disorders as covariate

기능(F)에서는 집단과 G척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으

나 집단(F = 4.338, p = .039)과 G척도(F = 3.901, p = .022)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G척도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G0- 

G2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18). 신체(P)에서도 집단

과 G 척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집단(F

= 5.953, p = .016)과 G척도(F = 11.122, p < .001)의 주효과가 있

었으며, G척도에 대한 사후검정에서 G0-G1(p < .001), G0-G2  

(p < .001)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감정(E)은 집단과 G

　 Pro Non-pro t p
　 M±SD M±SD

K-VHI
T 55.94±27.46 50.76±27.47 1.329 .185
F 16.85±11.51 14.85±9.17 1.367 .173
P 23.30±8.58 20.57±8.97 2.194 .029*
E 15.79±9.70 15.35±11.84 .284 .777

K-VRQOL
T 58.88±24.98 65.66±26.09 -1.871 .063

SE 64.52±27.59 68.81±29.12 -1.066 .288
PF 56.74±26.24 63.56±25.76 -1.854 .065

 Pro: professional, Non-pro: nonprofessional, T: total, F: functional, 
 P: physical, E: emotional, SE: social-emotional, PF: physical-functional

표 5. 집단 간 K-VHI와 K-VRQOL 비교   

Table 5. Independent samples t-test for K-VHI and 
K-VRQOL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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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상호작용 효과 및 집단과 G척도에 따른 주효과가 없었다.

집단과 G척도에 따른 K-VRQOL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음성장

애 유형을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7], 총

점수(T)는 집단과 G척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으나 집단(F

= 4.786, p = .030)과 G척도(F = 3.223, p = .042)의 주효과가 있어 

G척도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G0-G2간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p = .037). 사회-심리(SE)는 집단과 G척도 간의 상호

작용 효과도 없었고, 집단 및 G 척도의 주효과도 없었다. 신체-

기능(PF)은 집단과 G척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으나 집단(F = 4.306, p = .039)과 G척도(F = 6.430, p = .002)에 따

른 주효과가 있었고, G척도에 대한 사후검정에서 G0-G1(p =

.007)과 G0-G2(p = .002)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ource df MS F p

T

Diagnosis§ 1 8791.21 14.789 <.001*

Group 1 2845.13 4.786  .030*

Grade (G) 2 1916.03 3.223  .042*

Group x G 2 632.26 1.064 .347
Error 193 594.45

SE

Diagnosis§ 1 10860.45 14.890 <.001*

Group 1 747.50 1.025  .137
Grade (G) 2 1722.26 2.361  .097
Group x G 2 1579.37 2.165  .117
Error 193 729.36

PF

Diagnosis§ 1 7718.36 12.882 <.001*

Group 1 2579.98 4.306  .039*

Grade (G) 2 3852.72 6.430  .002*

Group x G 2 595.06  .993 .372
Error 193 599.17

§ covariate

표 7. 음성장애 유형을 공분산으로 하는 집단과 G 척도 간 

K-VRQOL의 공분산분석

Table 7. ANCOVA of K-VRQOL as a function of group and G 
scale, with types of voice disorders as covariate

집단과 G 척도에 따른 K-VHI와 K-VRQOL의 기술통계량은 

[그림 1] 및 [부록 1]과 같다. 

3.3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K-VHI와 K-VRQOL 

비교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K-VHI의 차이에 대해 G 척도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8], 총점수(T)는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으나 집단(F =

4.632, p = .033)과 음성장애 유형(F = 9.761, p < .001)에 따른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기능(F)은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 간의 상호

작용 효과가 없었고, 집단(F = 7.004, p = .009)과 음성장애 유형(F

= 13.899, p < .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신체(P)도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으나 집단(F =

6.488, p = .012)과 음성장애 유형(F = 3.775, p = .025)의 주효과를 

보였다. 감정(E)은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와 집

단의 주효과는 없었으나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다

(F = 7.649, p = .001). 이에 음성장애 유형의 주효과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K-VHI의 총점수(T)와 모든 

세부영역에서 기능적-신경학적 음성장애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그림 1. 집단별 G 척도에 따른 K-VHI와 K-VRQOL
Figure 1. K-VHI and K-VRQOL scores by group and 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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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f MS F p

T

Grade§ 1 6746.848 10.523  .001*

Group 1 2970.001 4.632  .033*

Diagnosis(Dx) 2 6258.274 9.761 <.001*

Group x Dx 2 295.415  .461 .631
Error 193 641.128

F

Grade§ 1 675.011 7.523 .007*

Group 1 628.473 7.004 .009*

Diagnosis(Dx) 2 1247.076 13.899 <.001*

Group x Dx 2 16.795  .187 .829
Error 193 89.725

P

Grade§ 1 952.023 13.771 <.001*

Group 1 448.515 6.488  .012*

Diagnosis(Dx) 2 260.965 3.775  .025*

Group x Dx 2 41.027  .593 .553
Error 193 69.134

E

Grade§ 1 640.259 6.133  .014*

Group 1 68.065  .652 .420
Diagnosis(Dx) 2 798.514 7.649  .001*

Group x Dx 2 69.812  .669 .514
Error 193 104.389

§ covariate

표 8. G 척도를 공분산으로 하는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 간 

K-VHI의 공분산분석

Table 8. ANCOVA of K-VHI as a function of group and types 
of voice disorders, with G scale as covariate

Source df MS F p

T

Grade§ 1 3484.553 5.922 .016*
Group 1 3267.349 5.553 .019*
Diagnosis(Dx) 2 4266.194 7.250 .001*
Group x Dx 2 143.684 .244 .784
Error 193 588.406

SE

Grade§ 1 3379.565 4.633 .033*
Group 1 1554.098 2.130 .146
Diagnosis(Dx) 2 5858.301 8.031 <.001*
Group x Dx 2 98.416 .135 .874
Error 193 729.490

PF

Grade§ 1 6057.577 10.082 .002*
Group 1 4279.691 7.123 .008*
Diagnosis(Dx) 2 3743.819 6.231 .002*
Group x Dx 2 350.615 .584 .559
Error 193 600.802

표 9. G 척도를 공분산으로 하는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 간 

K-VRQOL의 공분산분석

Table 9. ANCOVA of K-VRQOL as a function of group and 
types of voice disorders, with G scale as covariate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K-VRQOL의 차이를 G 척도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9], 총점수(T)는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고, 집단(F =

5.553, p = .019)과 음성장애 유형(F = 7.250, p = .001)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심리(SE)는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와 집단의 주효과는 없었으나 음성장애 유형의 주효과는 유

의미하였다(F = 8.031, p < .001). 신체-기능(PF)은 집단과 음성장

애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집단(F =

7.123, p = .008)과 음성장애 유형(F = 6.231, p = .002)에 따른 주효

과가 나타났다. 음성장애 유형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K-VRQOL

의 총점수(T)와 모든 세부영역에서 기능적-신경적 음성장애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K-VHI와 K-VRQOL의 기술통

계량은 [그림 2]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집단별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K-VHI와 K-VRQOL
Figure 2. K-VHI and K-VRQOL scores by group and 

types of voice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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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및 결론

음성장애를 진단하고 평가할 때 주로 실시되는 평가자에 의

한 기기적 평가나 청지각적 평가는 대상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기능적 그리고 심리적인 불편감을 측정하기 어렵다. 대상자마

다 음성을 사용하는 정도, 음성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

부, 음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개인의 성격 등에 따라 자신의 

음성장애 정도를 다르게 여기기 때문에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음성장애의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개별화된 평가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11]. 특히 지속적인 음성사용이나 무

리한 발성으로 인해 음성사용량이 적은 비직업적 음성사용자

들에 비해 음성장애의 발생비율이 높은 직업적 음성사용자들

은 음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작은 음성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음성장애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5,11,24, 33-36]. 

본 연구는 음성장애가 있는 직업적 음성사용자와 비직업적 

음성사용자 간의 자기보고식 주관적 음성평가인 K-VHI와 

K-VRQOL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직업적 음성사용 유무에 따

라 음성문제가 직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함 또는 

핸디캡의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또한 음성장애의 중증도나 유형에 따라 대상자가 느끼는 

음성과 관련된 문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음질로 평가한 

음성장애의 중증도(G 척도)와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차이도 함

께 살펴보았다. 

직업적 음성사용 유무에 따른 K-VHI 및 K-VRQOL의 차이

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총점수와 세부영역에서 Pro 집단이 

Non-pro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K-VHI의 신체(P) 점수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음성

장애 유형을 통제한 상태에서 음성장애의 중증도와 함께 살펴

보면, 집단이나 중증도에 따라 K-VHI와 K-VRQOL 모두 총점

수(T) 및 기능과 신체와 관련된 세부 영역인 F, P, PF의 점수에

서 차이가 있었으나 감정이나 사회-심리와 관련된 세부 영역인 

E와 SE는 차이가 없었다. 즉 음성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Pro 집

단이 Non-pro 집단보다 자신들의 음성문제가 직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신체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느끼

지만 음성문제가 부끄럽다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

다고 여기는 정도는 두 집단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성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중증도가 높을수록(음질이 나쁠수

록) 음성문제가 기능이나 신체에 제한을 주지만 대인관계에 어

려움을 초래한다거나 음성문제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차이를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

다. 다만, 음질이 정상인 G0에서는 두 집단 모두 두 평가도구

의 총점수와 모든 세부영역 점수의 분산이 넓게 퍼져 있어서 

직업적 음성사용의 유무에 상관없이 음질이 정상이라고 하더

라도 음성과 관련된 핸디캡을 인식하는 정도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음성장애 중증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 

간의 차이를 함께 살펴본 경우에도 K-VHI와 K-VRQOL 모두 

T와 F, P, PF 점수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E

와 SE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음성장애의 중증도에 상관

없이 Pro 집단이 Non-pro 집단보다 음성문제로 인한 기능과 신

체와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대인관계나 정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집단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음성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두 평가도구 모두 T와 모든 세부영역에서 차

이를 보였는데, K-VHI는 신경학적 음성장애가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였고, K-VRQOL도 신경학적 음성장애가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여 성대마비나 연축성 발성장애와 같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기능적 음성장애나 기질

적 음성장애에 비해 자신의 음성문제로 인한 기능, 신체 및 사

회-심리(감정)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더 많은 장애를 느끼고 

이로 인한 삶의 질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성대

결절이 있는 교사와 성악가, 정상 화자를 대상으로 K-VHI와 

K-VRQOL을 비교한 연구[25]도 K-VHI의 기능 영역과  신체 

영역에서는 교사와 성악가 집단이 정상 화자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K-VRQOL도 T, SE, PF 점수 모두 정상 화자 > 

교사 집단 > 성악가 집단의 순으로 낮아져 직업적 음성사용자

들이 비직업적 음성사용자들에 비해 음성문제로 인한 기능 및 

신체와 관련된 장애인식 정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음성장애가 있는 직업적 음성사용자와 음성장애가 

없는 비직업적 음성사용자를 대상으로 비교하여 K-VHI와 

K-VRQOL의 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고, 음성장애 중에서

도 성대결절이 있는 대상자만을 포함시켜 다양한 음성장애 유

형을 살펴보지는 못했다. 또한 성대결절이 있는 교사나 성악가

의 K-VHI와 K-VRQOL의 평균치는 본 연구의 K-VHI 보다 매

우 낮고, K-VRQOL은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 이 연구의 대상

자들이 경험하는 음성문제에 대한 장애인식 정도와 삶의 질이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에 비해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아마

도 음성장애의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대상자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생긴 차이로 보여 다양한 중증도의 음성장애 대상자들

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언어치료사, 

음성사용이 많은 직업인과 일반직업인을 비교하였을 때 VHI의 

신체 영역 점수만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고[3], 교사와 비교

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음성 증상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교사

들이 비교사들에 비해 음성과 관련된 신체적 불편감이 3.77배

나 더 높았으며 음성장애로 인해 직업을 결정하거나 직업 활

동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제한을 준다고 하였다[36]. 음성의 변

화가 있는 교사와 변화가 없는 교사들의 VHI와 V-RQOL을 비

교한 연구도 음성변화가 있는 교사들이 후두의 불편감이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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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신체와 관련된 항목들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18]. 록(rock) 가수들과 대중(pop) 가

수들 간의 가수를 위한 VHI인 SVHI를 평가한 결과도 두 집단 

모두 음성문제로 인해 신체 영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고 하였다[37]. 이를 종합해 보면, 직업적 음성사용자들이 비직

업적 음성사용자들에 비해 음성문제로 인해 직업 활동이나 일

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핸디캡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낮으며, 그 중에서도 기능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질이 나쁠수록 이

러한 인식은 더욱 증가하며, 음성장애 유형 중에서는 신경학적 

음성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이 기능이나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자신의 음성문제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나 감정, 심리적 측면에

도 장애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 연구들도 있다. 음성

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가수 집단이 대조군 집단에 비해 VHI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는데[38],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간의 

음성장애 유형이나 음성장애의 중증도를 통제하지 않아 발생

한 것 같다. 기능적 음성장애 대상자가 많은 가수 집단에 비해 

신경학적 음성장애 대상자가 많은 대조군 집단이 자신들의 음

성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대조군 집단에서의 

VHI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성장애의 

중증도도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장애의 유형이나 음질

과 같은 중증도가 고려되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까 추론되며,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음성장애의 유형과 중증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 외의 다른 변

수, 가령, 흡연, 체중, 다른 질병 유무, 수면시간이나 약물 복용 

등도 함께 파악하여 이들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

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업적 음성사용자는 비직업적 음성사용자에 

비해 음성장애가 신체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직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더 많은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이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음성장애를 평가할 때 객관

적 평가 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음성사용이 직업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들의 주관적인 음성평가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음성장애의 중증도나 유

형에 따라 대상자의 음성장애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주관적 음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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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집단과 G 척도에 따른 K-VHI와 K-VRQOL

G
Pro

M±SD
Non-pro
M±SD

Total
M±SD

 K-VHI
T 0 33.14±26.06 39.82±35.15 36.08±29.90

1 59.17±29.06 49.91±25.20 54.41±27.42
2 61.50±17.79 55.21±28.09 57.77±24.47

F 0 14.79±8.66 14.27±10.58 10.92±10.10
1 24.48±8.41 21.07±8.75 15.93±11.21
2 25.42±6.04 21.63±8.31 17.45±8.27

P 0 9.79±8.75 12.36±11.87 14.56±9.35
1 17.69±13.19 14.26±8.74 22.73±8.72
2 18.92±7.06 16.45±8.95 23.17±7.65

E 0 8.57±9.72 13.18±14.10 10.60±11.81
1 17.00±10.17 14.58±10.02 15.76±10.18
2 17.15±6.90 17.13±13.65 17.14±11.33

 K-VRQOL
T 0 74.11±24.72 74.32±30.46 74.20±26.79

1 55.51±26.84 67.50±25.40 61.67±26.68
2 57.69±17.92 60.39±25.45 59.30±22.57

SE 0 84.39±28.14 72.16±33.23 79.01±30.46
1 59.64±29.04 71.38±26.96 65.67±28.48
2 63.96±18.99 63.98±31.15 63.97±26.70

PF 0 77.97±24.37 75.76±29.57 77.00±26.22
1 52.78±27.29 64.91±25.56 59.01±26.99
2 53.53±19.39 58.00±24.07 56.19±22.23

부록 2. 집단과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K-VHI와 K-VRQOL

Diagnosis
Pro

M±SD
Non-pro
M±SD

Total
M±SD

 K-VHI
T Functional 53.07±25.70  44.94±23.66  49.68±25.10

Organic 60.00±17.62 41.65±25.24  47.11±24.51
Neuologic 74.56±43.15  70.96±27.20  71.86±31.27

F Functional 15.34±9.17  12.13±7.75  14.00±8.72
Organic 19.27±7.07  12.46±7.98  14.49±8.25

Neuologic 26.33±24.07  22.48±8.79  23.44±13.88
P Functional 22.68±8.50  19.72±8.74  21.44±8.69

Organic 24.64±6.38  17.54±9.20  19.65±8.99
Neuologic 26.78 ±11.22 25.15±7.65  25.56±8.53

E Functional 15.05±9.88  13.09±9.52  14.24±8.74
Organic 16.09±5.41  11.65±10.24  12.97±9.23

Neuologic 21.44 ±11.22 23.33±13.90  22.86±13.15
 K-VRQOL

T Functional 61.15±24.81 70.61±23.21  65.10±24.52
Organic 56.36±19.70  72.60±22.92 67.77±23.00

Neuologic 43.33±28.70  49.26±28.07 47.78±27.93
SE Functional 66.49±27.44 75.12± 26.25 70.09±27.18

Organic 66.49±21.89  75.00±23.78  72.47±23.27
Neuologic 45.84±30.78  50.46±32.15 49.31±31.44

PF Functional 59.63±26.09 67.61±23.42  62.96±25.22
Organic 49.62±21.27  70.99±23.53  64.64±24.66

Neuologic 41.66±28.70 48.46±26.93 46.7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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