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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martphone based voice therapy program for patients with voice disorders. 
Contents of voice therapy were collected through analysis of mobile contents related to voice therapy in Korea, experts and 
users' demand survey, and the program was developed using Android Studio. Content needed for voice therapy was 
collected through analysis of mobile contents related to voice therapy. The user satisfaction evaluation for application was 
conducted for five patient with functional voice disord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bile contents related to voice 
therapy in Korea were mostly related to breathing, followed by voice and singing, but only 13 applications were practically 
practiced for voice therapy. Expert and user demand surveys showed that the patients and therapists both had a high need 
for content that could provide voice training in places other than the treatment room. Based on this analysis, 'Home Voice 
Trainer', an smartphone based voice therapy program, was developed. Home Voice Trainer is an application for voice 
therapy and management based on Android smartphones. It is designed to train voice therapy activities at home that have 
been trained offline. In addition, the records of voice training of patients were managed online so that patients can maintain 
voice improvement through continuous voice consulting even after the end of voice therapy. User evaluations show that 
patients are satisfied with the difficulty and content of voice therapy programs provided by home voice trainers, but lack of 
a portion of user interface, such as the portion of home button and interface between screens. Further study suggests the 
clinical application of home voice trainer to the patients with voice disorders.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study and 
the clinical application of smart contents related to voice therapy will be actively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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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으로 교육, 의
료,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의

료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보조프로그램을 사용하

고 있으며, 원격의료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하

고 있다. 가정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피커, 사물인터넷 기

술을 활용한 홈 제어 시스템 등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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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는 교육과 기술을 접목시킨 에듀테크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학습관리 

등이 활발하게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 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그 중 애플리

케이션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기술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디지털기술이라

고 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개발의 용이성과 사용자의 편리성으로 인

해 다른 분야에서는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언어치료분야에서

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매우 적은 현황이다(Lee et al., 
2015a). 또한 대부분 언어치료 전문가는 스마트 기기를 구비하

고 있으나 스마트 콘텐츠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스마

트 콘텐츠가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개발된 콘텐츠의 다양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Lee et al., 2015b).
임상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콘텐츠의 다양성은 적

었으나 최근 국내 언어치료분야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증강현실 
등의 IT 기술을 사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었다. Go et al.(2017)
은 실어증 환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중재를 실시한 결과, 
실어증 지수, 스스로 말하기, 따라 말하기, 이름대기에서 유의미

한 향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Lee(2017)는 증강현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어발달장애 아동에게 동사지도를 실시

한 결과,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동사표현 향상과 일반화가 나타

났다고 하였다. Lee & Lee(2017)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중재가 

인공와우 아동의 청각기억과 부모의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

해 알아본 결과, 중재 후 청각기억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

며 교육효과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3.7점, 교육 만족의 평균 

점수는 3.3점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Jeong(2014)은 학령기 뇌

성마비아동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언어치료를 실

시한 결과, 구강운동성, 말 명료도, 구문길이가 향상되었으며 전

반적인 말·언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
한 Jang(2018)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중재가 학령전기 단순언

어장애 아동의 격조사 표현 능력 및 발화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격조사 표현 정확도와 평균형태소 길이가 증가하

였으며 격조사 표현 능력이 일반화되었으며 중재 후에도 유지

되었다고 하였다. Kim et al.(2017)은 성대결절 환자를 위한 성대

기능훈련을 기반으로 한 치료 및 관리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은 불기훈련, 단어 훈련, 문장 훈련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정상인 5명에게 애플리케이션 사용만족도를 실

시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중재가 언어발달장애, 신경

언어장애, 청각 장애 등 다양한 의사소통 장애영역에서 언어능

력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음

성장애분야에서는 음성장애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적용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국외 음성장애분야에서는 IT 기술을 사용한 음성치료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Fu et al.(2015)은 성대결절 여성 10명 환자를 대상으로 화상통

화 프로그램인 Skype를 활용한 음성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다. 음성위생교육을 포함하여 3주 동안 8회기의 음성치료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치료 후 음향학적 평가, 공기역학

적 평가, GRBAS 척도, 음성장애지수에서 유의한 개선이 나타

났다. Tindall et al.(2008)은 파킨슨병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비디

오폰을 사용한 LSVT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치료 후 모음 발

성, 문단 읽기, 독백 등에서 음압 수준(sound pressure level, SPL)
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으며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

고하였다. Howell et al.(2009)은 파킨슨병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웹 기반 LSVT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치료실에서 LSVT 프로

그램을 받은 환자와 동일한 수준의 음성 개선을 보였으며, 모음, 
문단 읽기, 독백 등의 과제에서 음압 수준(sound pressure level, 
SPL)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을 활용하여 조기에 음성문제를 선별하기 위한 음성분석, 주관

적 음성설문, 음성장애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개발 연구(Verde et al., 2015), 음성장애환자의 음성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폰기반 음성오남용 보조기기에 

대한 개발연구(Mehta et al., 2013)와 이를 임상에 적용한 연구

(Mehta et al., 2015), CPP 측정이 가능한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음질에 자기모니터링을 실시한 치료가 환자의 연습에 

대한 흥미유발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

다(Van Leer et al., 2017). 또한 기존 음성녹음에 사용되는 마이크

를 사용한 음성샘플과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사용한 음성샘플 

간 기본주파수(F0), 주파수변동률(Jitter), 진폭변동률(Shimmer) 등 

음질관련 변수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본 연구가 있었다(Manfredi 
et al., 2017). 

국외 음성장애분야에서는 IT 기술을 사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국내 음성장애분야에서는 IT 기술을 사용한 

개발연구 및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알아본 연구

가 거의 없었다. 
음성치료는 환자의 음성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음성을 산출할 수 있도록 음성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 음성 산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환자의 행동변화를 유도

하는 것으로 환자의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없다면 음성을 개선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음성컨설팅을 통해 음

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자의 음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성과 접근성이 좋은 디지털 기술로 이

를 활용한 음성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은 환자가 치료실 이외에 

상황에서도 꾸준한 연습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음성 훈련 시 

객관적인 자료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으로 환자

의 음성의 개선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음성치료 관련 모바일 콘텐츠 현황분

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사용자 수요조사를 통해 스마트

폰기반 음성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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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국내 음성치료 모바일 콘텐츠 현황분석

국내 음성치료 모바일 콘텐츠 현황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기반과 

iOS 기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안드로이드기반 애플리케

이션은 구글스토어에서 검색하였고,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였다. 조사한 애플리케이션은 세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였다. 구글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한 마켓유형별 분류, 치료영역(호흡, 노래, 음도, 강도, 음성

관리, 음질)별 분류, Lee et al.(2015a)의 연구에서 제시한 언어치

료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유형 분류기준을 수정 및 보완한 활용

유형별 분류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애플리케이션 분류

는 연구자와 공동연구자가 각각 검색 키워드를 컴퓨터 웹사이

트에서 검색하여 1차 분류하였고 이를 함께 실행하여 중복되거

나 실행되지 않았던 애플리케이션은 제외하였다. 검색 키워드

는 음성치료, 음성분석, 음성훈련, voice training, voice therapy, 
breathing로 총 6가지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2.2. 전문가 및 사용자 수요조사

전문가 및 사용자 수요조사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환자와 언

어재활사가 필요한 음성치료 콘텐츠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문

가 수요조사는 음성장애를 전공한 교수 1명, 음성치료 임상경력

이 10년 이상인 언어재활사, 연구자와 함께 음성치료 시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과 기능에 대해 설문지항목을 작성하였다. 프로

그램의 내용과 기능 개발에 대한 전문가 수요조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 본 10개 정도의 기존 개발 콘텐츠 중 

전문가들의 설문내용 순위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공학자의 콘

텐츠 개발 가능성, 콘텐츠 그래픽 제작 그리고 콘텐츠 사용 용

이성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참고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내용은 

6가지 항목(음성관리, 호흡훈련, 발성훈련, 말속도 훈련, 운율훈

련, 음성위생)으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기능도 6가지 항목

(훈련 비디오 제공, 음성녹음파일 제공, 설명글 제공, 그림 제공, 
음성분석, 훈련기록 제공)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의 우선순

위를 정하여 음성치료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하였다.
전문가 및 사용자 수요조사는 온·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해 언

어재활사 5명과 음성장애환자 20명이 참여하였다.
전문자 수요조사는 연구자와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음성장

애를 전공한 교수 1명, 언어치료관련 임상경험이 20년 이상인 1
급 언어재활사 2명, 음성장애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이 참

여하였다.
사용자 수요조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 이

비인후과에서 음성장애로 진단되어 음성치료를 받고 있는 20
명(남 13명, 여 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음성치료 프로그

램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각 항목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도록 하

였다.

2.3. 사용자 만족도 평가

사용자 만족도 평가는 온라인 음성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사

용자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평

가 항목은 연구자가 Go et al.(2017)과 Shin et al.(2018)의 애플리

케이션 만족도 설문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성인 음성장애환

자에 적합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까지 평가하였다. 사용자 만족도 평가 문

항은 표 1, 부록 2와 같다.
사용자 만족도 평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환자 중 기능적 음성장애로 진단되어 음

성치료를 실시할 예정인 환자 5명(남성 2명, 여성 3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34.4세로 애플리케이션 작동에 

어려움이 없는 환자를 선정하였다. 첫 음성치료를 실시할 때 애

플리케이션의 소개 및 설치를 본 연구자와 함께 실시하였다. 사
용자 만족도 평가는 환자가 일주일간 매일 1회 이상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한 후 평가하였다.

Questions

1. Do you think app will help improve your voice?
2. I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provided voice therapy program 

satisfactory?

3. Do you think app provide a description or a demo video?

4. Do you think app systematic training contents and training 
contents were divided?

5. Can the app re-practice by selecting specific steps?

6. Do you think app's icon, font size, color appropriate?

7. Was the output audio and video sound in the application 
appropriate?

8. Do you think home button and the navigation between the 
screens well connected when using the app?

9. Are you convenient to use the app?

10. Are you satisfied with the app?

11. Do you think you need a home voice treatment program like 
'Home Voice Trainer'?

12. Are you willing to use the upgraded Home Voice Trainer?

표 1. 사용자 만족도 평가
Table 1. App user satisfaction evaluation

2.4. 애플리케이션 개발도구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2017)의 ‘2017년 시청점유

율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

용자는 77.5%로 다른 운영체제보다 많은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많은 사용자의 접근성이 용이

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프로그램 개발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개발하

였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프로그램 개발 경력 10년 이상의 외주

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하였다. 개발기간은 2018년 4월부터 5월
까지 1차 개발을 실시하였다. 1차 개발 중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

으로 개발자와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개발방향에 대한 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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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1차 개발을 실시하였다. 1차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연구

자와 공동연구자가 시연해본 후 보완점을 작성하여 개발자에

게 2차 개발 의뢰하였다.

3. 연구결과 

3.1. 국내 음성치료 모바일 콘텐츠 현황

국내 음성치료관련 모바일 콘텐츠 분석은 마켓유형, 치료영

역, 활용유형별로 분류하였다. 6개의 키워드로 구글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였다. 중복 검색된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하

여, 안드로이드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총 139개, iOS 기반 애플리

케이션은 126개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애플리케이션은 마켓유

형별 분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당 1가지 항목에만 해당하도록 

분류하였으나, 활용유형별 분류, 치료영역별 분류에서는 애플

리케이션 당 각 항목에 중복을 허용하였다.
 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먼저 마켓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건강 및 운동에 분류된 애플

리케이션이 가장 많았으며, 안드로이드 48%(66개), iOS 52%(65
개)가 해당하였다. 음성치료영역별로 분류한 결과 호흡에 분류

된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았다. 안드로이드는 56%(85개), iOS
는 58%(82개)가 해당하였다. 호흡훈련 다음으로는 음도와 노래

훈련 순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분포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음성

치료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는 9%(13개), iOS는 

6%(9개)에 불과하였다. 활용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개인교수형

에 분류된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았다. 안드로이드는 34%(122
개), iOS는 26%(121개)가 해당하였다.

그림 1. 마켓유형별 애플리케이션 분류(Android)
Figure 1. Classification of market type (Android)

그림 2. 마켓유형별 애플리케이션 분류(iOS)
Figure 2. Classification of market type (iOS)

그림 3. 치료영역별 애플리케이션 분류(Android)
Figure 3. Classification of treatment field (Android)

그림 4. 치료영역별 애플리케이션 분류(iOS)
Figure 4. Classification of treatment field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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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활용유형별 애플리케이션 분류(Android)
Figure 5. Classification of use type (Android)

그림 6. 활용유형별 애플리케이션 분류(iOS)
Figure 6. Classification of use type (iOS)

3.2. 전문가 및 사용자 수요조사

전문가 및 사용자 수요조사는 프로그램 내용과 기능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는 표 2, 표 3과 같았다.
사용자 수요조사 결과, 프로그램 내용은 발성훈련, 호흡훈련, 

음성관리, 공명훈련, 억양훈련, 음성위생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기능은 영상 제공, 설명글 제공, 설명그림제공, 음성분

석, 음성녹음파일, 훈련기록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 프로그램 내용은 음성관리, 발성훈련, 

음성위생교육, 호흡훈련, 공명훈련, 말 속도 훈련, 억양훈련 순

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기능은 훈련기록제공, 음성녹음파일, 
영상제공, 음성분석, 설명글 제공, 설명그림 제공 순으로 나타

났다. 

Rank Experts Patients
1st Voice management Phonation training
2nd Phonation training Breathing training
3rd  Voice hygiene Speech rate training
4th Breathing training Resonance training
5th Resonance training Intonation training
6th Speech rate training Voice hygiene 
7th Intonation training Voice management

표 2. 프로그램 내용 수요조사 결과
Table 2. Demand survey results of program contents

Rank Experts Patients
1st Provide training record file Provide video
2nd Provide voice record file Provide descriptive text
3rd Provide video Provide picture
4th Provide voice analysis Provide voice analysis
5th Provide descriptive text Provide voice record file
6th Provide picture Provide training record file 

표 3. 프로그램 기능 수요조사 결과
Table 3. Demand survey results of program function 

3.3. 사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

온라인 음성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된 홈 보이스 트레이너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각 

항목은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첫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성치료 프로그램

이 음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 묻는 항목에서 평균 4.4
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애플리케이션 내 제공되는 음성치료 프로그램의 난이

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5점 만점 중 평균 4.6점으로 나타났다. 
애플리케이션 내 제공되는 음성치료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VAT를 집에서 쉽게 훈련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요약

한 것으로 환자가 어려움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음성치료 프로그램은 이완, 호흡, 발성, 발화 단계로 훈

련할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어 반복 연습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애플리케이션의 사용하는 데 편리한 지 묻는 항목에서

는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해 질문한 결과, 홈 버튼과 연계성 및 음성 기록 저장과 관련하

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홈 보이스 트레이너 업데이

트 시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애플리케이션 개발 필요성 및 사용 희망도에 대해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

과, 평균 4.8점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환자들이 가정에서도 훈련

할 수 있는 가정용 음성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을 매우 필요로 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에 사용한 홈 보이스 트레이너

의 사용 희망을 물어본 결과 평균 4.8점으로 모두 사용할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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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Score

1. Do you think app will help improve your voice? 4.4

2. I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provided voice 
therapy program satisfactory? 4.6

3. Do you think app provide a description or a demo 
video? 3.8

4. Do you think app systematic training contents and 
training contents were divided?

3.6

5. Can the app re-practice by selecting specific steps? 3.8

6. Do you think app's icon, font size, color appropriate? 3.4

7. Was the output audio and video sound in the 
application appropriate? 3.6

8. Do you think home button and the navigation between 
the screens well connected when using the app?

3.4

9. Are you convenient to use the app? 3.4

10. Are you satisfied with the app? 3.6

11. Do you think you need a home voice treatment 
program like 'Home Voice Trainer'? 4.8

12. Are you willing to use the upgraded Home Voice 
Trainer?

4.8

Total 3.93

표 4. 사용자 만족도 평가
Table 4. Result of app user satisfaction evaluation

3.4. 홈 보이스 트레이너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음성치료관련 모바일 콘텐츠 현황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사용자 수요조사를 통해 가정용 음

성치료프로그램인 홈 보이스 트레이너를 개발하였다. 홈 보이

스 트레이너는 안드로이드기반 스마트폰과 패드에서 사용 가

능도록 개발하였다.
홈 보이스 트레이너는 건강한 음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드로

이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음성치료 및 관리용 애플리케이

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훈련한 음성치

료활동을 가정에서도 훈련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환자

의 음성훈련 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음성치료 종결 후에

도 지속적인 음성컨설팅을 통해 환자의 건강한 음성 유지를 독

려할 수 있다.
홈 보이스 트레이너는 애플리케이션 소개, 개인정보, 음성훈

련단계(Vocal Aerobic Treatment), 음성훈련기록, 음성컨설팅 문

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애플리케이션 내 제공되는 비디오 재상

과 클리우드 연동 기능은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연결이 가능하

며, 개인정보사용에 대해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애플리케이

션을 설치하였다.
애플리케이션 소개는 홈 보이스 트레이너에 대해 설명하는 

화면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목적과 개발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개인정보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및 음성문제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 설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환자의 설문

내용은 클라우드로 연동하여 치료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또한 환자의 훈련 출석 일수, 훈련 횟수가 자동으로 기

록할 수 있다.

음성훈련단계는 기존 성대에어로빅치료(Vocal Aerobic Treat-
ment, Yoo & Lee, 2018)를 수정 및 참고하여 4단계로 구성하였

다. 음성훈련단계는 미리보기, 훈련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미리

보기는 훈련단계를 시작하기 전 환자가 단계별로 해야 할 활동

에 대한 설명을 음성, 대표사진, 설명글을 제공한다. 훈련단계는 

대표사진, 설명글, 훈련단계에 대한 음성 및 영상 모델링을 제공

함으로써 환자가 치료실 이외에 상황에서도 혼자 음성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성훈련기록은 환자가 훈련단계 중 발성, 발화단계에서 녹

음한 음성이 파일로 기록되도록 하였다. 환자는 본인의 음성훈

련 파일을 다시 들을 수 있으며, 클라우드로 제출하는 기능을 추

가하였다. 치료사는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환자별로 음성파일

을 관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음성파일을 듣고 이에 대한 온라인 

음성컨설팅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애플리케이션 예시는 그림 7∼10과 같다.

  

그림 7. 발성단계 예시
Figure 7. Example of phonation phase

그림 8. 훈련기록 및 관리 예시
Figure 8. Example of training record and management



Ha-Na Lee et al.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11 No.1 (2019) 51-61 57

그림 9. 환자별 클라우드 음성파일 폴더
Figure 9. Voice record file folder by patient at cloud

그림 10. 환자별 온라인 음성컨설팅 내용 
Figure 10. Online voice consulting by patient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성장애 환자들이 가정에서도 꾸준히 음성치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음성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음성치료

관련 모바일 콘텐츠 분석, 전문가 자문 회의 및 사용자 수요조사

를 통해 음성치료프로그램 콘텐츠를 수집하였으며, 온라인 음

성치료프로그램인 홈 보이스 트레이너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홈 보이스 트레이너는 음성장애 환자 5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만

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내 모바일 음성치료관련 모바일 콘텐츠는 마켓유형별, 치

료영역별, 활용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켓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건강 및 운동에 분류된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주로 호흡훈련과 같은 신체적인 스트레칭

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음성치료 영역

별로 분류한 결과 호흡에 분류된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음도와 노래훈련 순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분포되어 

있었다. 
음성치료에서 호흡훈련은 올바른 음성산출을 위한 가장 기

본적인 훈련으로 임상현장에서 이미 개발된 호흡훈련 애플리

케이션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호흡훈련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음석분석형 애플리케이션은 환자의 음성에 대

한 시·청각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훈련과 연계하

여 활용한다면 올바른 발성훈련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이처럼 음도훈련형, 강도훈련형 등과 같은 음성치

료의 특정 단계를 훈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임상에 적절

히 활용한다면 환자들에게 흥미유발과 환자의 가정훈련을 치

료사가 모니터링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환자

의 꾸준한 연습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

질적으로 음성치료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13개에 불과하였으

며 음성분석, 음도훈련, 강도훈련 등과 같은 음성치료를 위한 종

합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셋째, 
활용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개인교수형에 분류된 애플리케이션

이 가장 많았다. 이는 훈련내용이 모델링을 제시한 후 환자의 

모방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전문가 및 사용자 수요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수요조사 결과, 프로그램 내용에서 환자는 주로 발성훈련, 호

흡훈련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음성훈련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

해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음성위생교육, 음성관리 등과 같은 내

용의 우선순위는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전문가는 음성위생교

육, 음성관리 등과 같이 기본적인 음성위생법 및 환자가 가정에

서 훈련하는 내용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항목의 우선순

위가 높았다. 또한 프로그램 기능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적 음성사용자인 초등학교 여교사는 음성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음성오남용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음성위생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결

과와 일치하며(Choi & Choi, 2013), 음성문제를 호소하는 환자는 

음성위생법 및 음성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음성위생 및 음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언어재활사의 87.7%는 음성위생법에 대해 안다고 하였으

며, 51.9%가 음성위생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성 

음성문제를 가지고 있는 언어재활사 집단과 없는 집단 간 음성

위생 수행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oi, 2018). 이처럼 음성위생법은 음성치료에서 기본적으로 실

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음성위생교육을 실시한 

성대폴립환자의 병변의 소실 또는 뚜렷한 감소(Yun et al., 2006), 
중등교사의 음질개선 및 음성피로 감소(Song & Sim, 1999)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양성성대점막질환 환

자에게 음성위생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무작위대조실험을 

실시한 결과, 음성위생교육을 실시한 집단의 최대연장발성시

간 증가, 병변의 소실 및 감소가 나타났다고 한다(Hosoya et al., 
2018).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성치료 프로그램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발성훈련을 할 수 있는 치료기법도 중요하지만 환

자의 이해도가 낮은 가장 기본적인 음성위생법 및 음성관리와 

관련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설문에서 환자는 주로 영상 제공, 설명

글 제공, 설명그림 제공 등과 같은 음성훈련 방법에 대한 항목

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환자는 주로 치료실에서 실시한 치

료활동을 가정 또는 치료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훈련할 수 있도

록 그림, 글,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항목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

지만 전문가는 환자의 훈련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항목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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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환자와 치료사 모두 가정용 음성치료 프로그램에 대

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Lee et al.(2015b)에서 치료사와 환자에

게 언어치료 관련 스마트콘텐츠 요구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

며 더욱 활발히 국내 언어치료분야에서 스마트 콘텐츠를 활용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온라인기반 음성치료 프로그

램인 홈 보이스 트레이너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 만

족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음성치료가 음성개선에 도움

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가정용 음성치료 프로그램에 대

한 지속적인 개발과 업데이트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환자는 홈 보이스 트레이너에서 제공하는 음성치료프

로그램의 난이도, 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et al.(2017)에서 성대결절 환자 5명을 대상으로 음성치료 애플리

케이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는 40점 만점 중 

33.2점으로 대체로 만족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홈 버튼 및 화면 간 연계성에 대한 부분과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홈 보

이스 트레이너와 같은 음성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시 이러한 점

을 보완한다면 더욱 완성도 있는 온라인기반 음성치료프로그

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기반 음성치료 프로그램인 홈 보이스 

트레이너를 개발하여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음성치

료를 온라인과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기반 음성치료 프로그램

을 제시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 음성치료관련 

모바일 콘텐츠 현황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사용자 수요조사

를 통해 음성치료관련 스마트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확

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음성장애 환자에게 홈 보이스 트레이너를 

사용한 임상 적용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음성치료

관련 스마트 콘텐츠에 대한 개발 연구와 임상적용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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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스마트폰기반 음성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 하 나1 · 박 준 희2 · 유 재 연3

1조선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음성클리닉, 2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3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음성장애환자를 위한 스마트폰기반 음성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국내 음성치료관련 모바

일 콘텐츠분석, 전문가 및 사용자 수요조사를 통해 음성치료에 필요한 콘텐츠를 수집하였고, 프로그램은 안드로이

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는 기능적 음성장애인 5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음성치료관련 모바일 콘텐츠는 주로 호흡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음도와 노래 순으로 분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음성치료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13개에 불과하였다.  
전문가 및 사용자 수요조사 결과 환자와 치료사 모두 치료실 이외에 장소에서 음성훈련을 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

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스마트폰기반 음성치료프로그램인 ‘홈 보이스 트레

이너’를 개발하였다. 홈 보이스 트레이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음성치료 및 관리용 애플리케이션

이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훈련한 음성치료활동을 가정에서도 훈련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환자의 음성훈련 

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음성치료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음성컨설팅을 통해 환자의 음성개선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지원하였다. 사용자 평가 결과 환자는 홈 보이스 트레이너에서 제공하는 음성치료프로그램의 난이도, 내용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홈 버튼 및 화면 간 연계성에 대한 부분과 같은 유저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음성장애 환자에게 홈 보이스 트레이너를 사용한 임상 적용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또한 음성치료관련 스마트 콘텐츠에 대한 개발 연구와 임상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홈 보이스 트레이너, 온라인 음성치료, 성대에어로빅치료, 음성치료, 음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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