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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장애는 직업적으로 음성을 장시간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가장 흔한 직업병이다. 교사들에게 음성은 단순한 

의미의 의사소통 수단을 너머 교수활동의 주된 ‘도구’로써 기능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음성의 문제는 교사

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교원양성 과정에는 음성의 올바른 사용법이나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에게 실시한 음성의 올바른 사용 및 위생 교육이 임용 후 교사들

의 음성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사례연구이다. 기질적인 음성장애는 없으나 기능적인 면에

서 음성사용에 문제를 보이는 여섯 명의 예비교사들을 음성특성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눈 뒤 실험집

단에게는 임용되기 전에 음성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음성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대상자들의 음성기능

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용 2개월 후에도 향상된 음성기능은 유지되었다. 음성교육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

의 임용 2개월 후 음성은 음향학적 평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나 있더라도 정상역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일부는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음성사용자로서 교사들의 음성문제로 인한 불편 해소와 지식 전달자

로서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교원 양성과정에 음성사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교원양성, 교사 직업병, 음성장애, 직업적 음성사용자, 음성사용법, 음성훈련, 음성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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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 30회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교사직업병의 경험유무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70.7%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

다. 유형을 살펴보면 ‘목소리 이상(성 결 )’이 4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신  스트

스로 인한 탈모’로 17% 다. 그 외 ‘하지정맥류’(11%), ‘분필  먼지에 의한 피부질환’(3.5%) 순

으로 집계되었다(한국교총 보도자료, 2011). 집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음성장애는 교사들이 경험하

는 직업병의 순 에서 압도 인 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사실 새로울 것 없는, 이미 오래 부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공통 으로 보고되어 온 것이다.

로, 국내에서 부이북지방(서울, 인천, 강원, 충북)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 교사 10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보면, 914명의 교사들  820명(89.7%)의 교사들이 음성으로 인한 불편

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김태형 등, 2004). 이들  274명(30%)은 음성으로 인한 불편함이 

‘매우 심하다’ 혹은 ‘심하다’고 답하여 직업 인 음성 사용이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  

향에 해 보고한 바 있다. 국의 RNID(Royal National Institue of Deaf People)와 P.C. Werth 

& Soundfield Systems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사들의 59%가 음성과 

련한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이로 인해 병가를 낸다는 보고가 있다

(P.C. Werth & Soundfield Systems 보도자료, 2007). 호주에서는 83%에 달하는 교사들이 성 의 

손상 는 과 한 부담을 호소한다고 한다(Boutiffant, Phyland, & Fitzpatrick, 2005; Pemberton, 

2010에서 재인용). 랑스의 경우, 일반인에게 4%에 불과한 병가가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20%이

며 이는 음성의 문제 때문이라는 조사 연구가 있다(Autesserre 등, 2007; Pemberton, 2010에서 

재인용). 교사들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3 ~ 5배 이상 음성 련 문제들을 경험하며(Smith 등, 

1998), 음성문제의 보고에 있어서는 거의 32배의 수 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Morton & 

Watson, 1998). 

Roy 등(2004)은 교사 1,243명과 일반인 1,288명을 상으로 음성문제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에게는 6.2%인 음성장애 유병률이 교사들에게는 11%로 나타났다고 하 다. Titze 등

(1997)은 직업 으로 음성을 사용하는 직업군을 조사하여 음성 문제가 개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회사, 학교  단체에 경제 인 손실을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 Thibeault 등

(2004)은 미국에서 교사들의 음성 문제로 인한 결근과 이에 드는 치료  사회  비용이 연간 

25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음성 문제가 교사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Rogerson과 Dodd(2004)는 장애가 있는 음질이 아동의 구어 언어(spoken 

language) 처리능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107명의 아동에게 정상 음성, 경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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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증 음성, 도의 부 실성증 음성으로 세 개의 구 을 들려주었다. 아동들의 정보처리 능

력은 두 부 실성증이 있는 음성으로 들려  구 에서보다 정상 음성으로 들려  구 에서 더 

뛰어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도나 도의 부 실성증 음성으로 들려  구 의 처리능력에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어떤 정도의 음성 장애이든 아동의 구어처리 능력에 부

정 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 다. 237명의 여교사들을 상으로 성 마모(vocal attrition)

를 조사한 Sapir 등(1993)은 설문 상자의 반 이상이 세 가지 이상의 음성 증상들을 호소하

으며, 특히 이 게 여러 가지 증상을 동시에 호소하는 교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음성 문제가 학생

들을 효과 으로 가르치는데 악 향을 미치며 만성 인 스트 스와 좌 감의 원인이 된다고 보

고하 다. 

그러나 교사들이 교수 활동을 하기 에 자신의 주된 직업  도구가 될 음성기능에 해 어떠

한 노력을 기울 다거나 질병에 한 방법을 실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다. 

Mitchell(1994)은 가수 혹은 성악가들과 다른 직업  음성사용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 은 음성 

훈련의 부족이라고 말한다. 가수나 성악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을 개발하고 청 을 감

동시키기 해 호흡과 발성을 연습하며 부단히 노력한다. 교사들 역시 학생이라는 청 을 흡인

시켜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주된 도구인 음성을 해 체계 인 노력을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Mitchell이 지 하는 두 번째의 큰 차이 은 사람들이 직업 인 성악가나 가수에 비하여 

교사들의 직업  음성에는 더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교사들은 더 오래 직업  업

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지만 음성에 문제가 시작된 시기로부터 제 로 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기

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교사들이 자신의 음성문제가 잘못된 발성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환경 인 요인들

에 의한 것인지를 단할 수 있는 음성에 한 기본 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로, 직에 있는 ․ ․고 교사 229명을 상으로 실시한 ‘직업  음

성사용자들의 음성 치료에 한 인식  리 실태조사’(이은정, 김화수, 2011) 결과를 보면, 설

문에 응한 교사들의 49%는 음성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한 방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며, 

43%에 이르는 교사들은 자신이 ‘음성을 효율 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집

계되었다. 반면, 음성 사용법에 해 잘 알고 있고, 잘 사용한다고 답한 교사들은 각각 3%와 

9%에 불과하 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집계가 교사 경력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음성의 효율 인 사용법을 알고 있는가?’의 질문에 경력 5년 미만의 교사들은 ‘  

모른다’와 ‘잘 모른다’에 59%가 답을 한 반면,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들은 40%가 답하여 19% 

정도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교수 활동을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음성문제가 경력교사들에게서보다 임교사들에게 

더 과 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Pemberton 등(2008)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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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력 반부인 1년 ~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나타냈으며 6년 이후에는 감소하다

가 경력 15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사들은 

스스로를 덜 효율 이라 느끼며(Smith 등, 1998), 음성 문제는 업무의 수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

라 직업 만족도에도 향을 다(Roy 등, 2004).

이에, 교사들은 수업의 질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 음성기능의 효율성

을 개발하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 교원교육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교과나 실습 과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오랫동안 옳지 못한 발성법으로 길들여진 목소리는 

직업 으로 음성을 사용해야 할 때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스스로 문제 을 찾아내 교정

하거나 바른 훈련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의 음성사용 습 은 자연스런 음성을 내는 방법

을 배운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습 을 바로 잡고 자신의 음성 기 을 바

르게 이용하여 바람직한 발성을 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원양성을 한 비교사 과정에 음성의 올바른 사용 훈련  생법을 교육하는 

것이 교사들의 음성기능 개선  음성 손상 정도에 향을  수 있는가를 살피기 한 사례연

구로써 실시되었다. 실험 상자들은 임용고사를 마친 교육 학교 학생들이었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 리 로그램을 받은 비교사들의 음성은 음향학 인 측면에서 개선

이 있는가? 둘째, 음성 리 로그램은 비교사의 임용 후 음성의 손상을 방할 수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음성 메커니즘과 교사들의 음성 사용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는 숨을 들이마시고 이를 호기하여 성 를 진동시키는 것으로부터 그 

소리가 후두와 구강  비강을 거쳐 나오기까지 다양한 음성구조들이 여한다. 이 구조들을 제

로 사용할  안다면 몸을 악기로 하여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조

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리 인 음

성을 유발할 수 있다. 부분의 좋지 못한 음성들은 자연스런 음성 구조를 제 로 사용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며 ‘자연스런 음성’은 폐와 성  그리고 공명기의 신체 기 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

도록 하고 당한 노력, 바른 호흡과 음도, 긴장과 이완이 균형을 이루어 말을 할 때 얻어진다

(Boone, 1991). 

즉, 편안한 호흡으로 후두 근육에 최소한의 긴장을 주는 정도의 음도에서 개방된 목과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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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잘 공명되는 소리가 자연스런 음성이다. ‘후두 근육에 최소한의 긴장을 주는 정도의 음도’

란 개인의 최 음도를 의미한다. Crannell(2000)은 최 음도란 개인의 해부학  구조에 가장 편

안한 음도를 말하며, 이것은 단지 신체 으로 편안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음성구조 기능에 

여하는 근육들이 최상의 상태임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습 으로 발화하는 

음도가 자신의 최 음도와 다르다면 음성의 오용이나 긴장이 생길 수 있다(Mitchell, 1994). 

일상생활에서 음성사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넓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을 상 로 얘기해

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을 느끼기 쉽다. 그러한 부담은 정신 인 것인 동시에 육체 인 것으로 

모두 음성에 향을 미친다. 이는 교단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늘 반복되는 일상이다. 

교사들은 일상 화에서보다 더 크고, 더 명료하게, 더 오래 음성을 사용해야 한다. 아주 노련한 

교사일지라도 매 시간 온 몸의 긴장을 늦추고 편안하게 교단 앞에 서 있기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교실의 먼지  분필가루 등도 건강한 음성사용에 부정 인 향을 끼친다.

오 스트라의 단원들이 연주 에 자신의 악기들을 조율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악기인 성악가

는 공연 에 자신의 몸을 조율한다. 몸을 조율한다는 것은 발성을 한 바른 자세를 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리의 원천  에 지는 호흡이며, 바른 호흡을 해서는 바른 자세가 선행되어

야 한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우 칠 을 사용하여 서를 하거나 책을 들고 

설명하는 동안 어깨와 목 부분에 긴장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음성사용에 련되는 

주변 근육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근긴장성 부 실성증(musculoskeletal tension dysphonia)이 

자주 발생하는 음성장애로 보고된다(Rubin 등, 2005; Koufman, 2003; Nguyen 등, 2007; 

Charpied, 2010; 김태형 등, 2004). 

음성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에 무리한 자세를 오래 지속하거나 고치지 않을 경우, 호흡은 짧

아지고 발성에는 무리가 온다. 로, 914명의 교사들을 상으로 한 김태형(2004)의 연구에서 

33.7%의 교사들은 ‘크거나 힘이 들어간(긴장성)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을 음성 증상의 원인으로 

지목하 다. 바르지 못한 자세는 근육 조직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시키고, 에 부담을 가져오

며, 인 를 불안정하게 할뿐만 아니라 연골의 손상과 안면근 주변의 계속 인 긴장을 일으킨다

(Schneider 등, 1997). 그리고 이러한 긴장은 말하기의 기본 요소인 호흡, 발성, 공명의 과정에 

향을 미친다. 그 다고 온 몸을 무작정 이완시키는 것이 효율 인 발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Christy(1976)가 말한 것처럼 올바른 자세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유연한 긴장감이 유지될 

때 가장 이상 인 발성이 이 질 것이다.

Teachey 등(1991)은 훈련되지 않은 성악가들은 체로 호흡지지력이나 소리의 기교가 부족하

며 구어음성 한 잘못 사용하기 쉽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원리는 서서 교수하는 교사들에게도 

그 로 용된다.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좀 더 의식 으로 크게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교수 시에

도 의식 으로 흡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히 흡기하 으면 효율 으로 분배하여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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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충분한 호흡은 소리의 공명을 한 원천이 된다. 공명음은 산출하기 쉽고 얼굴 안면의 조

직에서 진동되는 소리이다(Titze, 2001). ‘산출하기 쉽다’는 의미는 신체 으로 최 한 자연스러

운 상태에서 소리가 생성되어 공기가 흐르듯 무리없이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이 게 생성된 공

명음은 풍성한 배음의 특성을 가지며(Titze, 2001) 투사가 잘 된다(Raphael & Scherer, 1987). 문

일(2000)은 ‘올바른 호흡법을 습득하지 못하면 좋은 발성을 기 하기란 불가능하며, 호흡법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도 공명의 이용방법이 졸렬하면 애써 얻은 올바른 호흡도 혼란을 래하게 

된다’고 하 다.

목소리를 내는 기 은 선천 으로 타고 나는 것이지만 목소리 자체가 선천 이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Boone(1991)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녹음된 자

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목소리가 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고 생각되면 연습을 통해 자신의 자연스런 음성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2. 교사들의 음성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국내에서 등학교 여교사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를 보면 직에 있는 교사들은 스스로 인

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음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음성상태나 음성

리 방법에 해 올바르게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신 등(2004)은 3개 등학교

에서 음성장애를 호소하지 않았던 여교사 50명을 상으로 후두스트로보스코피 검사(laryngeal 

stroboscopic examination)를 실시하 다. 이  성 이상이 진단된 30명의 여교사를 선출하여 

각각 15명으로 나 어 한 집단은 음성 생법을 교육하고 다른 한 집단은 음성 생법을 실시하

지 않았다. 두 집단의 교육 실시 과 후에 음성자가진단지표(Voice handicap index: VHI)1) 결

과와 음성의 음향학  수치를 비교한 결과 VHI와 MDVP(Multidimentional voice program) 수

치 모두에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력에 따라 1년 이하의 그룹과 25년 이하의 두 그룹에 한 통계  유의성 검증 결과, 

VHI의 모든 측면에서 경력 1년 이하의 그룹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경력이 오래

된 그룹은 계속 인 음성 남용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질 변화와 음성문제에 한 지각이 

둔감화된 반면, 교수활동의 경력이 짧은 그룹은 음질의 변화에 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서 음성오용과 남용에 한 행동수정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다시 말하면, 

음성 생 교육  올바른 사용법에 한 훈련을 실시하는 한 시기는 직업 으로 음성을 

1) 음성자가진단지표(Voice handicap index)는 Jacobson 등(1997)이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 ‘음성장애지수’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옥란(2002)이 번역한 ‘음성 자가진단 지표’를 사용하 고 그 

외 인용 논문에서 ‘음성장애지수’라고 사용한 는 그 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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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방식이 습 화되기  시기가 가장 효과 일 수 있다. 

Roy 등(2001)은 58명의 음성장애가 있는 교사들을 무작 로 세 그룹으로 나 어 음성 생교

육과 음성훈련 로그램이 음성에 미치는 향을 실험하 다. 첫 번째 그룹은 음성 생에 한 

교육만을 실시하고, 다른 한 그룹은 음성기능훈련(Vocal function exercise)을, 나머지 통제그룹

은 어떤 재도 하지 않았다. 6주 후의 결과에서 음성기능훈련을 받은 집단은 음성자가진단지표

(VHI) 수에서 향상을 보 으며, 음성 생만을 교육받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음성이나 명료도, 

그리고 긴장도 면에서 체 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사들을 해 음성 생에 

한 교육뿐만 아니라 음성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Duffy와 Hazlett(2004)은 55명의 비교사들을 상으로 방 인 음성 생교육과 음성훈련

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자들은 비교사들을 무작 로 세 그룹으로 나 어 통제그룹에게는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정상 인 음성 산출의 기 에 한 

정보와 장애를 가져오는 음성 행 , 건강한 음성을 지킬 수 있는 생활양식과 섭식에 한 음성

생 교육을 실시하 다. 세 번째 그룹은 음성 생 교육과 함께 건강한 음성 행 를 북돋우며 부

하거나 보상 인 행 들을 수정하는 훈련을 시켰다. 이에 더해, 자세, 호흡 그리고 음성 장치

와 공명, 음성 투사에 있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을 두어 훈련하 다. 세 그룹은 모두 교

생실습이 시작되기 과 후에 평가를 받았다. 통제그룹의 결과를 보면 DSI(Dysphonia severity 

index) 평가에서 평균 수가 감소하여 음질이 나빠졌음을 반 하 다. 두 번째로 간 훈련을 

받은 그룹은 DSI 수치로는 제한 인 변화만 보 다고 한다. 이들은 통제그룹과 달리 더 나빠진 

것은 없었지만 더 좋아진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직  훈련을 받은 세 번째 그룹은 음향학  

평가에서 향상을 보 다. VHI 수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고, DSI 수는 교수(teaching)

와 같이 음성 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향상되어 나타났다. 

Bovo 등(2007)은 유치원  등학교 교사 264명을 상으로 음성 리 강좌를 실시하 다. 음

성 리 강좌는 이론  내용에 한 세미나 120분, 20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된 짧은 음

성치료 180분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3개월 동안 음성공학  심리  강화(동기부여) 수업

에 참여하고 매일 음성남용에 한 기록과 교육받은 내용을 집에서 연습한 것에 하여 보고하

다. 연구자들은 강좌에 참여했던 교사들  무작 로 선출된 21명의 여교사들을 상으로 음

성 리 강좌의 효과에 해 분석하 는데 음성에 한 강의, 그룹으로 진행된 짧은 음성치료, 

집에서 실시한 음성훈련  생법을 포함하는 통합 인 과정이 음성장애의 일차 인 방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실천하기 쉽고 비용면에서도 경제 이라고 보고하 다.

Timmermans 등(2004)는 음성훈련 로그램의 효과 연구를 장차 배우  라디오 진행자 등 

총 23명의 직업 으로 음성을 사용하게 될 사람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 상자들은 음성 생

법에 한 교육을 1년, 음성훈련을 2년간 받았다. 음성훈련 로그램은 음성에 한 강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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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술에 한 워크샵  직  지도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들은 9개월과 18개월 시 에 DSI와 

VHI, 참자가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 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DSI의 개선 

정도는 18개월 시 에서보다 9개월 시 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자들의 음성을 

지각 으로 평가한 항목에서는 9개월 시 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18개월 시

에서는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음성장애를 연구한 논문들에는 유독 여성 교사들에 한 것이 많다. 이는 교사들의 

성비에서 여성들이 더 우 를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성(gender)은 음성장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Simberg 등, 2004; Pekkarinen, 1992;, Russell 등, 1998). Smith 등(1998)은 554

명(남 274명, 여 280명)의 교사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교사들이 남교사들보다 유의미하게 

정상보다 낮은 목소리, 약한 목소리, 기식성의 목소리를 나타냈으며 음성 피로와 사용의 힘겨움

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다고 하 다. 

국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성 결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0년 성 결  환자는 2006년 비 15%가 증가하여 14만 

1000여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직업으로는 교직원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

으로 했을 때 여성이 체 환자의 65%를 차지하 으며 남성은 35%로 집계되어 성 결  환

자 3명  2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1년 7월 3일).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직업 으로 음성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음성기능을 

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음성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의 결과 한 일정 시간

이 지나야 개인의 안정 인 음성기능으로써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여성 교사들의 신

체   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주된 음성 문제들에 답할 수 있는 음성 리 교육  

훈련이 요구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상자는 교육 학교 졸업 후 구지역에 임용된 등교원 6명이었다. 등교원 6명은 

상자 선정 시에는 교육 학교에 재학 으로 정식으로 교수한 경험이 없으며 교원 임용고사를 

치른 학생들이었다. 상자 선정은 연구자가 OO 교육 학교를 방문하여 음성훈련에 한 기본

인 소개를 한 후 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일차 으로 선정하 다. 상자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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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지표(VHI) 결과를 통하여 음성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교육 학교 학생들  

다음의 선정기 에 부합되는 자로 하 다. 첫째, 음성 자가진단 지표(VHI) 검사에서 기능 , 신체

, 감정  항목의 각각의 수가 25  이상인 자로 한다. 둘째, 음성총 평가(정옥란, 1993)의 ‘호

흡조   발성의 효율성 검사’ 항목을 실시하여 최장연장발성시간(MPT)이 20  미만인 자로 한

다. 셋째, 후두스트로보스코  검사를 통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음성장애가 없는 자로 한다. 넷째, 

음성훈련이나 성악교습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로 한다. 다섯째, Windows용 Praat(version 4. 4)을 

이용하여 평균 기본주 수(Fo), 주 수변화율(Jitter), 진폭변동률(Shimmer), 배음 소음비(HNR)

가 표 화된 정상역치에서 벗어나는 자로 한다.

우선, VHI와 ‘음성총 평가’(정옥란, 1993)의 ‘호흡조   발성의 효율성 검사’항목을 통해 음

성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자들을 일차 으로 선별하 다. 이어 선별된 상들의 음

성을 녹음하고 Windows용 Praat(version 4.4)의 음성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음향학 으로 

분석하 다. 선발된 상들에게 OO 학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후두스트로보스코피를 실시하

여 성 에 기질 인 장애가 없는 자로 최종 선택하 다. 

이들을 음향학  특성에 따라 3명씩 두 집단으로 나 어 한 그룹(이하 실험집단)은 음성 생법 

 음성훈련 로그램을 실시하고 다른 한 그룹(이하 통제집단)은 음성 생법이나 훈련에 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상자들의 개인별 특성과 음성의 음향학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상자 개인별 특성

대상자 연령 성별 기질적 음성장애 교수경력 수업시수/주

실험대상1 24 여 없음 없음 23

실험대상2 24 여 없음 없음 28

실험대상3 23 여 없음 없음 22

통제대상4 24 여 없음 없음 28

통제대상5 23 여 없음 없음 22

통제대상6 23 여 없음 없음 22

<표 2> 상자 음성의 음향학  특성

대상자 Fo(Hz)* Jitter(%)* Shimmer(%)* HNR(dB)* MPT(s)**

실험대상1 112 0.32 10.21 0.17 10

실험대상2 251 1.21 14.78 0.17 13

실험대상3 168 1.21 12.92 0.20 10

통제대상1 112 0.24 12.27 0.38 14

통제대상2 223 0.27 6.09 12.50 10

통제대상3 126 0.66 8.96 4.05 13

 * Praat(version 4.4) 음성분석 로그램 측정 결과

** 음성총 평가(정옥란, 1993)의 ‘호흡조   발성의 효율성’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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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임용  비교사들에게 실시한 음성 리 로그램이 임용 후의 음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하여 사 ․사후 설계를 하 다. 실험집단의 경우 음성 리 로그램 실시 에 음성에 

한 사  평가를 실시하 고 로그램이 끝난 직후 두 번째의 평가를 실시하 다. 그리고 임용 

2개월 후에 세 번째 평가를 실시하 다. 통제집단의 경우 임용 과 임용 2개월 후에 각 1회 평

가하 다. 

실험 상자들을 선정한 후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7주 동안, 8회의 음성 리 로그램을 

실시하 다. 음성 리 로그램은 매주 OO 학교의 임상실에 모여 연구자가 시범을 보인 후 

실험 상자들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음성 리 로그램의 내용을 실험 상자들에게 

배부하여 혼자서도 훈련할 수 있도록 하 다. 모든 세션이 끝난 후 임용이 결정된 실험집단의 

교사들을 상으로 교육받은 음성 생법  올바른 발성의 지침에 해 월 2회 주지하고 검

하 다. 총 7주, 8회에 걸친 세션은 발성의 생리와 음성에 한 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호흡과 

발성, 공명을 심으로 실시하 다. 

1) 음성 리 로그램

음성장애를 치료하기 한 방법이나 음성기능 훈련을 해 사용되고 있는 음성치료법들은 증

상에 구체 인 간단한 방법들이거나 음성 메커니즘의 반 인 것을 아우르는 총체 인 근법

들이 있다. Kotby의 액센트 기법(Kotby, 1995) 그리고 Stemple(1984)이 구성한 음성기능훈련

(Vocal function exercise)은 음성 기능의 훈련을 한 체계 이고 총체 인 근법의 사례이다. 

그러나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에는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상자들이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음성 리 로그램은 이러한 음성기능 훈련들에서 강조하는 음성 메커니즘의 기본 인 측면 

즉, 호흡, 발성, 공명에 을 두어 일반 교사들이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하 다. 기본 목표는 <표 3>과 같다. 실천 인 기능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음성(발성)의 생리 

 음성 생법을 교육하 다. 음성의 기본 에 지원이 되는 호흡 훈련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바른 자세 잡기 과정을 통해 상자들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최 의 호흡을 한 올바른 

자세를 경험하고 유지하도록 하 다. 이어 복식호흡과 효율  발성을 연계하도록 하 다. 상

자들의 음성사용 시간이 많을 것을 고려하여 유연한 성 근육 운동을 돕기 한 성 근육 강화 

훈련을 실시하 다. 한, 명료한 내용 달을 한 조음훈련과 음성을 더 멀리 투사할 수 있도

록 음성투사 훈련을 실시하 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성 사용 및 위생법 교육: 사례연구  33

상자들은 매 세션에서 자세를 교정하는 단계부터 기본 호흡, 발성, 공명 단계를 하여 

실행하 다. 매 과정에서 연습했던 것들은 과제 형식으로 집에서 반복하도록 하 다. 상자들

에게 강조한 음성 리 로그램의 구체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성의 생리를 이해하여 

효율 으로 음성을 사용하며 음성 생 수칙들을 실천한다. 둘째, 자신에게 맞는 최 음도를 확

립하고 유지한다. 셋째, 최 연장발성시간을 20  이상으로 늘리고 유지한다. 넷째, 한 강도

변화를 성 에 최소한의 무리를 주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기른다. 마지막으로, 

직업  음성사용으로 인한 스트 스를 조 한다.

<표 3> 음성 리 로그램의 구성

회 차 음성 위생 및 사용법

1 발성 생리 및 음성위생법 교육

2 자세 교정 및 호흡훈련

3 호흡훈련 및 최적음도 찾기

4 발성 및 공명 훈련

5 성대근육 강화 훈련

6 조음 훈련

7 음성 투사훈련

8 확립과 유지를 위한 훈련

3. 평가 도구 및 방법

음성의 측정  평가는 Windows용 Praat(version 4.4)의 음성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기본주 수(Fo), 주 수변화율(Jitter), 진폭변화율(Shimmer), 배음 소음비(HNR)를 측정하 다. 

표 추출률은 22,050Hz로 하 다. 음성녹음은 피검자가 의자에 편히 앉은 상태에서 마이크로폰

을 입 앞 10cm 거리에 두고 3 간 /아/를 연장하여 발성하도록 하여 측정하 다. 이를 3회 실시

하여 가장 하게 산출된 부분을 분석하 다. 상자 선정 기 은 Praat(version 4.4)이 제시하

는 Fo, Jitter, Shimmer, HNR의 정상역치로 하 다.2) 

상자들에게 성 의 결 , 부종 등의 기질 인 장애 유무를 확인하기 해 구 OO 학교 

부속병원 음성언어치료실에서 후두스트로보스코피(videostroboscopy)를 실시하 다. 호흡 조  

 발성의 효율성을 측정을 해 음성총 평가(정옥란, 1993)의 ‘호흡조   발성의 효율성 검

사’의 항목을 추출하여 실시하 다. 최 연장발성(MPT)3)은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아/를 발

2) Praat (Version 4.4)에서 제시하는 정상역치는 Fo는 여성의 경우 210Hz ～ 250Hz, Jitter는 1.040% 이하, 

Shimmer는 3.810% 이하, HNR은 20dB 이상이다. 각 변수들의 규 치는 측정기기에 따라 조 씩 다르게 제시되

기도 한다. 로, Fo의 경우 성인 여성은 220±20Hz, 성인 남성은 120±20Hz를 정상 규 치로 말하기도 한다. 

3) 최 연장발성의 정상성인의 역치는 20 ～ 2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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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도록 한 뒤 시계로 측정하 다. 

상자들이 느끼는 자신의 음성에 한 불편함과 기능성에 한 주  평가를 알아보기 

하여 음성자가진단지표(정옥란, 1993)를 실시하 다. 음성기능훈련을 받은 상자들에게는 훈련

이 종료된 후와 임용 2개월 후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음성 리 로그램에 한 개인의 주  

느낌  생각들을 인터뷰하여 기록하 다.

III.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음성관리 프로그램의 결과

음성 리 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 음성의 개선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로그램 종료 후 

Fo, Jitter, Shimmer, HNR, MPT를 측정하 다. 음성 리 로그램이 상자들의 음성 손상을 

방하는가를 알아보기 하여 실험집단의 임용 2개월 후 음성의 음향학  특성을 분석하여 임용 

과 비교하 고 음성 리 로그램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음성을 임용 2개월 후 음성과 비교

하 다. 음성 리 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상자들의 음성기능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상자 선정 시의 음성을 임용 2개월 후 음성과 비교하여 분석하 다.

1. 음성관리 프로그램의 음성기능 개선 효과

1) 실험 상자 1

음성 리 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실험 상자들의 음향학  수치 측정 결과는 <표 4>와 같

다. 실험 상자 1의 경우 음성 리 로그램을 받기  Fo가 112Hz로 여성의 정상역치보다 낮

은 음도로 발성하고 있었다. 자신의 최 음도보다 지나치게 낮은 음도로 발성할 경우 빠르게 목

이 쉬거나 소리가 갈라지는 등의 병리 인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다. 로그램을 받는 과정에서 

상자 1의 최 음도는 략 233Hz임을 알 수 있었다. 상자 1은 최 음도를 찾고 유지하는 

훈련에 을 두고 로그램을 실시하 다. 로그램 종료 시 실험 상자 1의 Fo는 231Hz로 

자신의 최 음도에 맞게 발성할 수 있었다. 

성 가 진동하는 동안 주기의 불규칙성으로 생기는 변화인 Jitter의 경우 0.32%로 로그램 

에도 정상치 지만 0.20%로 낮아져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한 강도(진폭)의 변화

를 나타내는 Shimmer는 정상치를 벗어나는 10.21%에서 정상기 치 이내인 2.861%로 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Jitter와 Shimmer의 변동률이 클수록 음성 주기  강도의 불규칙성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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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실험 상자 1의 경우는 강도의 면에서 불규칙성이 음성 리 로그램 후 안정 으

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발화된 음성에서 배음(Harmonics)과 소음(Noise)의 비를 나타내는 HNR은 로그램 의 

8.26dB에서 로그램 종료 후 20.36dB로 상승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의 양  조

력을 측정할 수 있는 최 연장발성(MPT)의 경우도 로그램  10 에서 종료 후 18 로 8  

연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성인의 정상 MPT 수치는 20 ~ 25 이다. 실험 상자 1의 

호흡량은 증가하 지만 호흡량을 정상 인 기 치로 올리기 해서는 계속 인 호흡훈련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음성 리 로그램 종료 후 실험집단의 음성 특성

대상자 Fo(Hz) Jitt(%) Shimm(%) HNR(dB) MPT(s)

실험대상1
사전 112 0.32 10.21 8.26 10

사후 231 0.20 2.861 20.36 18

실험대상2
사전 251 0.21 14.78 7.94 13

사후 259 0.21 3.14 19.64 20

실험대상3
사전 168 1.21 12.92 7.08 10

사후 251 0.23 3.72 18.86 17

2) 실험 상자 2

실험 상자 2의 경우 최 음도가 약 263Hz로 성인여성의 정상역치 범 보다 다소 높다. 과도

하게 긴장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할 때 자신의 정상음도나 최 음도를 넘어서는 지나치

게 높은 음도가 산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오래 발성할 경우 성 뿐만 아니라 주변 근육

에 과도한 긴장을 주어 병리  음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상자 2의 경우 발성기 의 

구조를 고려할 때 기본주 수가 높을 수 있는 신체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음성 로그램 종료 

후 실험 상자 2의 Fo는 259Hz로 조정되었다.  

실험 상자 2의 경우 Jitter 역시 로그램 과 후 모두 0.21%로 정상 인 범  내에 속하

다. 그러나 불규칙한 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Shimmer는 로그램 실시  14.78%로 정상역치

를 벗어나는 수치 다. 호흡량을 늘리는 훈련과 자신의 호흡을 이용하여 고르게 발성하는 훈련

을 한 뒤 실험 상자 2의 Shimmer는 3.14%로 정상범  내로 하강하 다. 실험 상자 1과 마찬

가지로 실험 상자 2의 경우도 HNR의 수치는 7.94dB에서 19.64dB로 개선되었다. 한, 호흡 능

력의 개선을 나타내는 MPT는 13 에서 20 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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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Fo(Hz) Jitt(%) Shimm(%) HNR(dB) MPT(s) 

실험대상1
임용 전 231 0.20 2.86 20.36 18

임용 후 236 0.28 2.71 19.03 16

실험대상2
임용 전 259 0.21 3.14 19.64 20

임용 후 257 0.31 3.81 19.65 18

실험대상3
임용 전 251 0.23 3.72 18.86 18

임용 후 269 0.11 2.82 24.61 18

통제대상1
임용 전 112 0.24 12.27 0.38 14

임용 후 183 0.45 11.53 2.29 11

통제대상2
임용 전 223 0.27 6.09 12.50 10

임용 후 221 0.36 7.86 10.91 10

3) 실험 상자 3

실험 상자 3은 음성 리 로그램을 받기 에는 Fo가 168Hz로 낮은 음도의 발성 형태를 

보 다. 실험 상자 3의 최 음도는 약 253Hz 수 으로 상자가 습 으로 발성하고 있는 음

도와 차이가 컸다. 호흡량이 었던 실험 상자 3은 최소한의 호흡으로 은 에 지를 사용하여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 호흡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 바른 자세를 한 교정을 한 후 복식호흡을 

실시하 으며 강도를 높이기 한 훈련도 병행하 다. 실험 상자 3은 음성 리 로그램 종료 

후 자신의 최 음도 수 인 251Hz로 발성할 수 있었으며 강도의 상승과 함께 약한 목소리의 

발성이 개선되었다. 

불규칙한 주 수의 변동률을 나타내는 Jitter의 수치는 정상역치를 넘어서는 1.21%에서 0.23%

로 개선되었다. Shimmer 역시 12.92%의 병리  수치에서 3.14%로 정상역치 내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HNR은 다른 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상승되어 18.86dB로 측정되었다. 호흡 능력의 

개선을 알아볼 수 있는 MPT는 10 에서 17 로 연장되었다.

2. 음성관리 프로그램의 음성손상 예방 효과

임용 2개월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음성의 음향학  수치를 측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음성 리 로그램이 교사들의 음성 손상을 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해 실험 상자들의 

음성 리 로그램 후에 측정한 음성의 음향학  수치와 임용 2개월 후에 평가한 음성의 음향학

 수치를 비교하 다. 한, 통제집단 상자들의 임용  음성과 임용 2개월 후의 음성을 음향

학  수치를 통해 비교하 다. 

<표 5> 임용 2개월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음성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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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대상3
임용 전 126 0.66 8.96 4.05 13

임용 후 164 0.33 8.13 7.09 10

1) 임용 2개월 후 실험 상자들의 음성특성 변화

임용 후 측정한 실험 상자 1의 기본주 수(Fo)는 236Hz로 음성 리 로그램 종료 시의 자

신의 최 음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수와 진폭의 변동률도 각각 0.28%, 

2.71%을 유지하여 정상 인 수 임을 알 수 있다. HNR 수치도 19.03dB로 정상역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음성 리 로그램 종료 시의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 연

장 발성 시간인 MPT는 로그램 종료 시의 18 에서 2  감소한 16 로 나타났다. 

실험 상자 2의 경우 Fo는 음성 리 로그램 종료 시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257Hz로 

측정되었다. Jitter와 Shimmer의 수치는 둘 모두 상승하 다. Jitter는 0.31%로 안정 이며 

Shimmer의 경우는 음성 리 로그램 종료 시의 3.14%에서 3.81%로 약간의 상승이 있으나 정

상역치를 벗어나는 수 은 아니었다.

실험 상자 3의 경우 기본주 수가 로그램 종료 시의 251Hz에서 269Hz로 상승되었다. 실

험 상자 3의 최 음도가 253Hz인 것을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치인데 다른 음향학  수치들을 

보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수변동률인 Jitter는 로그램 종료 시에는 0.23% 던 

수치가 0.11%로 하강되었고 진폭의 변동률인 Shimmer도 2.82%로 더 낮아진 수치를 보 다. 

MPT의 경우는 취업 의 18 를 변동 없이 유지하 다. 

2) 임용 2개월 후 통제 상자들의 음성 특성 변화

임용 후의 직업  음성사용이 교사들의 음성 특성에 미친 향을 살펴보기 해 통제집단 

상자들의 기 음성 샘 과 임용 2개월 후에 측정한 음성의 음향학  수치를 비교하 다. 

통제 상자 1의 경우 임용 에는 Fo가 112Hz로 성인여성의 정상역치보다 매우 낮은 수 을 

보 는데 임용 2개월 후 측정한 결과 Fo가 182Hz로 상승하여 정상역치에 가깝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Jitter는 임용 의 0.24%에서 0.45% 수 으로 높아졌고 Shimmer는 임용 에 

12.27%의 변동률이 11.53%를 나타냈으나 여 히 정상역치인 3.810% 넘어서는 수 이었다. 배음

소음비인 HNR은 임용 의 0.38dB에서 2.29dB로 정상역치인 20dB보다 여 히 낮은 수치를 

보 다. 호흡 능력 면에서 최장연장발성 시간인 MPT는 14 에서 11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통제 상자 1의 Jitter 수 이 비교  안정 인데 비해 Shimmer의 수치가 그 지 못한 것은 

통제 상자 1의 호흡기능의 향 때문일 수 있다. 

임용 2개월 후 통제 상자 2의 Fo는 임용  223Hz의 정상 인 수 을 그 로 유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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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Fo(Hz) Jitt(%) Shimm(%) HNR(dB) MPT(s) 

실험대상1
선정 시 112 0.32 10.21 8.26 10

임용 후 236 0.28 2.71 19.03 16

실험대상2
선정 시 251 1.21 14.78 7.94 13

임용 후 257 0.31 3.81 19.65 18

실험대상3
선정 시 168 1.21 12.92 7.08 10

임용 후 269 0.11 2.82 24.61 18

통제대상1
선정 시 112 0.24 12.27 0.38 14

임용 후 183 0.45 11.53 2.29 11

통제대상2
선정 시 223 0.27 6.09 12.50 10

임용 후 221 0.36 7.86 10.91 10

통제대상3
선정 시 126 0.66 8.96 4.05 13

임용 후 164 0.33 8.13 7.09 10

221Hz로 측정되었다. 통제 상자 1과 마찬가지로 Jitter는 비교  안정  수치로 정상역치 범  

내에 있으나 다른 수치들은 정상 인 수 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mmer의 경우는 

임용  6.09%의 수 에서 더 상승한 7.86% 다. HNR의 경우는 12.50dB에서 10.91dB로 정상역

치인 20dB 수 에 미치지 못하 으며, MPT는 임용 과 동일하게 10 로 측정되었다. 

통제 상자 3의 경우 임용  126Hz의 낮은 Fo가 임용 후 164Hz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상성인여성의 기 치인 220±20Hz 보다는 여 히 낮은 수 이었다. Jitter는 0.66%에서 

0.33%로 비교  안정  상태를 유지하 다. Shimmer는 임용 과 크게 다름없는 수 인 8.13%

로 정상역치보다 높았고, HNR도 7.09dB로 정상역치인 20dB보다 낮게 나타났다. 통제 상자 1

과 마찬가지로 통제 상 3 역시 MPT가 어 10 로 측정되었다.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음성특성 변화 비교

음성 리 로그램이 상자들의 음성기능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기 해 임용 2개월 후 

상자들의 음성을 상자 선정 시에 측정한 음성 수치와 비교하 다(표 6 참조). 상자 선정 시 

실험 상자 1, 3과 통제 상자 1, 3은 성인여성의 정상 기 치보다 매우 낮은 음도의 발성을 보

다. 임용 2개월 후 상자들의 기본주 수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험 상자들이 

정상 인 수 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통제 상자 1과 3은 상승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성의 평균 기본주 수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Jitter의 경우 실험집단의 상자들이 모두 정상역치를 벗어나지 않는 안정된 수치를 보이며 

개선된 것에 비해 통제집단의 경우 실험집단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통제 상자 1과 2는 수치

가 상승하여 변동률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상자 선정 시와 임용 후의 음성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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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mer의 경우도 실험 상자들이 음성 로그램 종료 후의 정상 인 수 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통제 상자들은 정상역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 임을 알 수 있다. 배음 소음비인 HNR 

수치는 실험집단은 높은 상승을 보 으나 통제집단은 정상역치에 이르지 못하 다. MPT를 살

펴보면 실험 상자 1과 2의 경우 2 의 감소를 나타냈고 통제 상자 1과 3은 임용 후의 측정치

에서 3 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했을 때 실험집단의 MPT가 

5 ~ 8  정도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임용 의 비교사들을 상으로 실시한 음성 리 로그램을 통해 상자들의 음

성 개선의 유무를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이 임용 후 교사들의 음성 손상을 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실시되었다. 기질 인 음성장애는 없지만 기능 인 면에서 음성 사용에 문제를 

보이는 비교사들에게 음성 리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음성의 음향학  평가에서 개선된 결

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임용 2개월 후에 측정한 결과에서 상자들의 개선된 음성기능이 유지되

어 음성 리 로그램 실시로 교사들의 음성 손상 방에 정 인 향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성 리 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상자들의 음성은 상자 선정 

시에 측정한 음성과 비교하 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나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상자 1과 3의 경우 기본주 수(Fo) 수치에 있어 높은 상승을 나타냈는데, 여 히 정상  수 에

는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음도의 발성 형태를 나타냈다. 

음성 리 로그램을 받은 실험 상자들은 상자 선정 시부터 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계

속하여 ‘고개 앞으로 내민’ 그리고 ‘어깨를 들어올린’ 자세와 ‘짧은(불충분한) 호흡으로 말하기’ 

등 효율 인 발성에 방해가 되는 자세들을 교정하도록 훈련받았다. 비교사들은 자신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거나 신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지 못하 으며 이러

한 것들이 음성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상자들 원은 흡기와 호기의 양이 고 발성 시 충분치 않은 흡기 상태에서 발성을 오래 

지속하는 것과 같은 음성사용 양상을 보 다. 흡기가 충분히 이 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발성은 음성문제로 이어지지 쉽다. 자세를 교정하고 발성에 효율 인 복식호흡을 습득하는데 8

번의 세션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로그램 종료 시 에 실험 상자들의 올바른 자세에 한 자

각도가 높아져 스스로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 으며 이로 인해 호흡  자연스런 발성이 더 용이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임용 2개월 후의 평가에서 실험 상자들은 수업으로 음성사용이 증가하면서 목이 부은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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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나 통증, 건조함 등 음성 피로의 증상을 느낀다고 보고하 다. 한, 이러한 증상들로 인

해 음성사용에 한 정신  부담이 증가하 다고 했다. 통제집단 상자들도 같은 증상들을 호

소하 다. 두 집단 상자들의 다른 은, 실험집단 상자들은 목이 아 다거나 쉰 목소리가 

나올 때 음성 리 로그램을 통해 배운 호흡법  음성 생법에 따라 음성 사용의 부담을 이

기 한 개인 인 처치를 실천하 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음성증상을 이해하고 그것에 

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는 면이 음성사용으로 인한 스트 스를 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

고하 다. 

반면, 통제 상자 1의 경우, 유제품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즐겨 목에 끈끈한 액질성의 

이물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잦은 목청 가다듬기를 한다고 보고하 다. 잦은 목청 가다듬기는 성

 막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더 빠르게 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 음성 생법 교육에서 

자제하도록 권고되는 사항이다. 통제 상자 2는 수업을 시작한 후 한 달에 한 번 편도선이 부었

으며 음식을 삼키기 힘든 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부 실성증을 

경험하 으며 목감기에 더 잘 걸리는 것 같다고 보고하 다. 통제 상자 3도 수업을 하면서 목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부 실성증을 경험한 이 있으며 목이 부은 듯한 느낌과 목소리가 갈라지

는 증상을 보고하 다. 통제 상자들은 이러한 음성증상들을 교사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

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목이 힘들 때마다 물, 커피, 녹차와 같은 음료수를 마신다고 보고했다.

음성사용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에게 내려지는 우선 인 처방은 음성 휴식이다. 그러나 

교사로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  직업 수행의 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간단히 

음성 사용을 자제하거나 이비인후과의 처방약으로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교권의 

기’와 ‘교육 신’을 주장하는 연구들에서 교사의 지식, 기술, 태도  사명감과 헌신을 주제로 

삼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훌륭한 교사들을 평가하는 잣 가 되는 사명감,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이면에는 교사들 스스로의 자기조 력이 자리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조 력에는 정신 인 

스트 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 기능을 조 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에서도 목소리 즉, 음성을 조 하는 능력은 지식을 효과 으로 달하기 한 일차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이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근본 인 측면에서도 요하게 다 져야 

할 부분이다. 두 가지 모두에서 가장 주된 매체는 교사들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의 교육 원회(The General Teaching Council for Scotland)가 공개한 자료를 보

면, 스코틀랜드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학부  학원 6개  5개의 기 은 음성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Scottish Office Education and Industry Department(SOEID)에서 제시

한 교원교육 과정의 지침에는 “신입 교사는 명료하고 학생들을 고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

고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음성훈련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보여 다

(SOEID, 1998). 국에서는 언어치료사  발성교사들이 Voice Care Network UK라는 자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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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등록하고 교사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는 교사들을 한 음성

리 로그램을 주 정부에서 직  기획하여 ‘교사들을 한 음성 로그램’(Voice Care for 

Teachers Program)을 만들고 교사들의 음성문제 평가와 해결을 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원양성에 있어 이러한 인식의 발달과 변이 확 되어 음성문제로 인해 교

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이 불편하거나 괴로운 것이 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에는 좋은 교사란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의 양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식 달자로서의 ‘교사’ 

양성 과정에는 그 ‘ 달’을 어떻게 하면 효과 으로 할 수 있는지 음성의 올바른 사용에 한 

교육과 훈련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써 상자의 수가 고 여성 교사에게만 국한되었다는 , 신임교사들

에게는 음성 사용에 한 부담이 큰 시기인 임용 2개월 후에 평가가 되었다는 을 고려하여 

추후 다양한 직업  음성사용자와 좀 더 장기 인 추  연구가 이 져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수의 비교사  교사들이 음성 리 로그램에 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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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Pre-service Education of Voice use on the Voice 

Function of newly appointed Teachers: A Pilot Study

4)

Lee, Eun-Jeong*

Kim, Wha-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effects of the pre-service education of voice 

use on the voice function of newly appointed teachers. As previous studies show, 

student-teachers are to be professional voice users, but they are hardly aware of the state of 

their voice function nor the method of its care and management. Six female student-teachers 

with functional voice problems participated and the three of them received voice education 

and training for eight weeks. All experimental subjects showed an enhancement of their voice 

function after the voice education and training and also maintained it through their two 

months of full-time teaching. However, control subjects showed deterioration of their voice 

functions or didn't have any significant changes, with the exception of two subjects who 

showed changes for the Fo. From this result, we can find the pre-service voice education is 

beneficial for the voice function of teachers and also confirm the necessity of it in th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Key words: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voice disorders, voice training, professional voice 

users, voice education, voc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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