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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과다비성(hypernasality)은 비음을 제외한 자음 및 모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동안 비강공명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이와 같은 증상은 연인두 부전

(velopharyngeal dysfunction)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데, 이는 

비강으로 음파가 전달되지 않아야 할 때, 즉 비음이 아닌 소리

를 낼 때 비강 안으로 음파가 부적절하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

다. 또한 비강누출(nasal emission)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과 

같은 압력 자음을 산출할 때 연인두 부전으로 그 폐쇄가 적절

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 기류가 새어나가는 현상이다. 이 새

어나가는 기류가 소리로 들리면 청취 가능한 비강누출(audible 

nasal emission)이라고 하며, 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무음성 비

강누출(inaudible nasal emission)이라고 한다. 연인두 부전이 

있는 대상자는 과다비성에 비강누출이 동반될 수도 있고 과다

비성만 있는 경우도 있다(Kummer, 2016).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의 질환이 연인두 부전

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이완형과 경직형 마비말장애를 보이

는 대상에서 과다비성 및 비강누출의 문제는 빈번하게 말 명료

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eed 

2014; Duffy, 2016). 또한 선천성 기형인 구개열(cleft palate)이 

있는 경우, 1차 구개열 봉합 수술 후에도 흔히 연인두 부전을 

나타낼 수 있다(Kummer, 2016). 

한편 모든 말장애의 궁극적 치료 목표는 명료하고 자연스러

운 말이다. 의사소통장애 대상자의 최종 치료 목표가 말 명료

도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말 명료도는 아주 중요한 영

역이다. 말 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음을 정확하

게 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음정확도, 조음기관의 운동능력

을 나타내는 조음교대운동능력, 공명, 운율, 호흡, 발성 등이 있

다(Kim, 2002; Han, 2009). 이 요소들 중에서 공명문제는 행

동적 접근법인 언어치료 행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즉 연습을 통하여 기형이 있거나 약화 또는 마비된 근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완전함

을 기대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개열 아동은 1차 봉합수술 이후 연인두 

부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통 인두피판술(pharyngeal 

flap)과 같은 2차 수술을 하여 비강으로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

을 조절하고자 한다(Yoo et al., 2000). 그러나 이 2차 수술은 

만 4세는 되어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초기 말소리 발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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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device, HCD)’를 제작하였다(과제번호: 메이커 창작활

동 10212817, 기간: 2019.06.01.~12.31.) 

연구자가 메이커 창작활동을 통하여 제작한 ‘과다비성 조절

기’는 입천장에 밀착 고정시키는 치과 보철기와 달리 전비공을 

통해 전비강에 삽입함으로써 통증이나 구역반사를 유발하지 

않고, 쉽게 탈착이 가능하여 접근성을 높인 장치이다. 또한 역

류 방지 판막이 내장된 튜브 형태의 조절기(1형: 부착 판막 형

태 조절기, 2형: 이동 판막 형태 조절기)로 전비강 착용 시 들숨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말소리 산출이 이루어지는 날숨 시 

자동으로 판막이 닫혀 과다비성이나 비강누출을 조절할 수 있

게 하였다.

따라서 개발되어 제작된 ‘과다비성 조절기’를 과다비성 및 비

강누출 대상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말 명료도를 높

여 의사소통 과정에 항시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언어치료 과

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된 조절기가 과다비성 대상자에게 

적용되기 전에 비강 착용 시 이물감이나 통증은 없는지, 구체

적인 말소리 산출 시에 어느 정도의 비음치 조절이 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개발된 두 가지 과다비성 조절기(1형, 

2형)를 정상 성인 피험자 1인에게 직접 착용하게 하고 실험 문

단 및 문장을 말하게 함으로써, 1) 조절기 미착용 시 발화 문단 

및 문장에 따른 비음치(nasalance sore)와 ‘과다비성 조절기’(1형, 

2형) 착용 시의 비음치를 비교하고 2) ‘과다비성 조절기’ 착용 

시 이물감 및 통증의 정도를 파악하여 추후 과다비성 증상을 

보이는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해보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

고자 하였다. 

 

CASE REPORT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과다비성 증상이 있는 대상자에게 ‘과다비성 조절

기’를 착용시켜 착용 효과를 살펴보는 실험을 하기 전에, 새로 

개발된 조절기의 이물감 및 통증의 정도, 그리고 실제 발화 시

의 비음치 변화를 체크해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예비 연구이므

로 증상을 가진 취약한 대상자를 섭외하거나, 다수의 학생을 

대상자로 삼지 않고, 자발적 의지를 가진 정상 성인 1인이 조절

기를 착용하게 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공명 및 음성, 조음과 말 명료도에 이상이 없으며, 구강 구조 

및 기능에 결함이 없고, 신경계 질환이 없는 정상 성인을 대상

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섭외된 연구 대상자는 위의 정상 조건에 적합하였으며, 개별

인식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피험자에게 요구되는 활동이 

발생 가능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Kummer, 2016). 그 외에 구개 

거상 보철기, 구개 폐쇄 보철기, 발화용 구 폐색 보철기 등으로 

불리는 치과 보철기를 개별적으로 맞추어 착용함으로써 과다

비성이나 비강누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착용의 불편

함(착용 부위의 통증 또는 구역반사를 초래)이나 비용 등의 문

제로 대중적이지는 않다(Heo et al., 2013). 행동적인 접근법의 

하나로 언어치료 과정에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을 활용한 연인두 근육의 강화 연습을 수행한 사례를 보고한 

국내 연구가 있으나 충분한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Ha et al., 2012). 

마비말장애의 경우, 해외 연구에 의하면 근위축축삭경화증

(루게릭병)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연인두 거상 보철기(soft pla-

tal lift prosthesis)를 착용하게 한 뒤 인터뷰를 통하여 84%의 

화자들이 보철기를 통한 증상 개선을 보고한 결과를 제시한 

경우가 있으나(Esposito et al., 2000), 국내의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마비말장애로 인한 과다비성이나 

비강누출이 있는 대상의 경우는 수술이나 보철장치를 적용하

기보다, 그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언어치료를 통하여 말속도 조

절, 말소리 강도 조절, 구강 공명을 증대시키는 발성 방법을 연

습하는 등 행동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Duffy, 1995). Wenke et al.(2010)의 연구가 그 한 예인데, 이들

은 파킨슨병 환자에 적합한 음성치료 기법으로 Lee-Silver-

man Voice Treatment를 적용하여 음성 강도를 증가시켜 전반

적인 말 명료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6개월 후의 지속 상

태가 좋지 못한 한계점을 인정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마비말장

애 대상자는 많은 수가 고령이며, 비가역적인 신경계 문제를 동

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말 명료도를 높여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

결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관심을 갖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인구 약 5,170만 명 중 약 5%인 261만 명이 등록된 

장애인의 수이고, 이 중에서 의사소통장애를 보일 수 있는 청

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에 해당하

는 장애인의 수만 합해도 89만 명에 이른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또한 의사소통장애로 언어치료를 

받는 대상의 약 44%가 말소리장애를 보이고 있다는 점(Kim et 

al., 2015)을 고려하면, 과다비성 및 비강누출 문제의 해결을 위

하여 기존의 보철기와 달리 접근성을 높인 조절기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과다비성이나 비강누출의 문제로 말 명료도

의 저하를 보이는 다양한 대상자에게 개별적이며 간단한 조절

기를 개발, 적용시킴으로써 말 명료도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 메이커 문화 확

산 사업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과다비성 조절기(hyperna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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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술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것, 그리고 조절기 1형과 2

형의 착용 전과 후에 실험 문장 및 문단 읽기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자유의지로 동의한 44세 정상 성인 여성 

1인이었다. 

연구 도구

비음치(Nasalance score) 검사용 말 자료

비음치 평가는 선행 연구(Lee et al., 2005; Park et al., 2014)

의 검사용 말 자료를 참고하여 문장 또는 문단 수준에서 측정

하기로 하였다. 초성이나 종성이 1) 구강음으로만 이루어진 문

단, 2) 구강음과 비강음으로 이루어진 문단, 3) 비강음으로만 이

루어진 문장을 낭독하고, 각 조건(미착용 낭독, 조절기 1형, 2형 

착용 시 낭독)마다 음향학적 분석장치로 비음치(nasalance 

score)를 측정하기로 하였다(Appendix 1). 이와 같이 다양한 

압력 자음을 포함한 구강음 문단, 비강음이 일부이거나 전체가 

비강음인 문단이나 문장을 낭독할 때의 비음치를 조절기 착용 

전후로 비교하고, 나아가 한국인 정상 성인 비음치와 비교함으

로써 조절기의 비성 차단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과다비성 조절기

‘과다비성 조절기’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체 사용 

가능한 경화제로 전비강의 본을 뜨고, 좌우 전비강의 본을 3D 

스캐닝으로 데이터화하였으며, 디자인 목업(design mock-up)

과 워킹 목업(working mock-up) 과정을 거쳐 스캐닝 결과의 

요철을 다듬고 단순화함으로써 간단한 튜브의 형태로 제작되

었다. ‘과다비성 조절기’의 시제품 형태는 Figure 1과 같다. 1형

인 부착 판막 형태 조절기는 튜브 상단에 붙어있는 얇고 납작

한 판막이 들숨에 위로 들어 올려지고, 날숨에 내려가면서 튜

브를 막아 비강 기류를 조절하게 되며, 2형인 이동 판막 형태 

조절기는 들숨에 튜브 안에 있는 작은 볼이 위로 들어 올려지

고, 날숨에 내려가면서 튜브 통로를 막아 비강 기류를 조절하

게 된다. 두 가지 형태의 조절기 모두 전비강 속으로 깊이 들어

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좌우 튜브를 하나의 고리로 연결

하였으며, 재질은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러버를 사용하였다. 실

제 전비공을 통하여 전비강에 ‘과다비성 조절기’를 착용한 모습

은 Figure 2와 같다.

음향 분석 기기: Nasometer 

비음치 분석을 위하여 음향학적 분석 도구인 NasometerII 

6450 (PENTAX Medical, 3 Paragon Drive, Montvale, NJ, 

USA)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비음치(%)는 [비강 산출 음향 에너

지/(비강 산출 음향 에너지 + 구강 산출 음향 에너지)] × 100의 

식으로 구해지며,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발화 시 산출되는 전체 

음향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강 산출 음향 에너지의 비율을 의

미한다. Nasometer는 침습적이지 않으며 코와 입 사이를 나누

는 격막을 사이에 두고 비강 앞과 구강 앞에 마이크가 달린 헤

Figure 1. Prototype of ‘Hypernasality 
Control Device.’ A: Attachment valve de-
vice. External assembly form (upper) and 
configuration (low). B: Movable valve 
device. External assembly form (upper) 
and configuration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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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셋을 착용하고 발화함으로써, 검사한 발화의 비음치를 구할 

수 있게 한다. 

주관적 평가 도구: 이물감 및 통증의 측정 

과다비성 조절기를 전비강에 착용하였을 때 감지될 수 있는 

이물감 및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단한 5점 척도 설

문지를 만들었다(Appendix 2). 여기서 1점은 “이물감이나 통증

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를 의미하며, 5점은 “이물감이나 통

증이 매우 많이 느껴진다.”를 의미한다. 피험자는 1형과 2형 과

다비성 조절기를 착용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그리고 주어진 평

가 문단 및 문장을 낭독할 때의 상태 각각에서의 이물감 및 통

증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 각각 체크하였다. 

연구 절차 및 분석

조절기 착용 후 안정 상태 및 읽기 상태에서 설문지 작성

피험자는 조절기 착용 전에 실험 문단 및 문장을 읽는 연습

을 2회 실시하였다. 그 후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조절기 1형과 2형을 각각 전비강에 삽입한 뒤, 착

용한 상태로 느껴지는 바를 묻는 설문지의 해당 문항에 체크하

였다. 또한 조절기를 착용한 상태로 실험 문단 및 문장을 읽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느껴졌던 바를 묻는 설문지의 해당 문항

에 체크하였다. 대상자는 각 경우의 주관적인 느낌을 자유롭게 

말하였으며, 연구자는 수집된 설문지의 결과와 주관적 평가 내

용을 결과에 기술하였다. 

착용 여부에 따른 실험 문단 및 문장 읽으며 Nasometer 평가

피험자는 조절기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Nasometer를 착용하고 실험 문단 및 문장을 2회씩 읽었으며, 

연구자는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또한 1형과 2형 조절기를 각각 

착용한 상태에서 Nasometer를 착용한 뒤 각 문단 및 문장을 2

회씩 읽었으며, 연구자는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수집된 각 실험 

문단 및 문장의 2회의 비음치는 평균을 구하여 결과에 제시하

였다. 낭독 시 말속도 및 음성의 높이나 크기는 평소 말할 때와 

유사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조절기 미착용 상태의 피험자 비음치와 한국인 정상 성인 

비음치와의 비교

피험자가 조절기 미착용 상태로 실험 문단과 문장을 2회씩 

읽었을 때의 비음치와 한국인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

험 문단과 문장으로 표준화한 비음치를 비교한 결과, 피험자의 

비음치는 한국인 정상 성인 비음치(Park et al., 2014) 범위에 속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 

1형 조절기 착용 및 미착용 시 비음치 비교

피험자가 1형 조절기를 착용하고 실험 문단과 문장을 2회씩 

읽었을 때의 비음치와 미착용 시의 비음치, 그리고 동일한 문단 

및 문장에서의 한국인 정상 성인 비음치를 비교한 결과, 조절기 

착용 시 비음치가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또

한 한국인 정상 성인 비음치의 규준을 사용하여 역치(평균 ± 

1.96 × 표준편차)를 구하고 조절기 착용 시 비음치와 비교한 

결과, 구강음 문단의 경우만 역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나머지 

구강음과 비강음 문단 및 비강음 문장의 경우는 모두 역치를 

벗어난 과소 비음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2형 조절기 착용 및 미착용 시 비음치 비교

피험자가 2형 조절기를 착용하고 실험 문단과 문장을 2회씩 

읽었을 때의 비음치와 미착용 시의 비음치, 그리고 동일한 문단 

Figure 2. Wearing picture of ‘Hyperna-
Sality Control Device.’ A: Attachment 
valve device. B: Movable valv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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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장에서의 한국인 정상 성인 비음치를 비교한 결과, 조절

기 착용 시 비음치가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또한 한국인 정상 성인 비음치의 규준을 활용한 역치와 조절기 

착용 시 비음치를 비교한 결과, 구강음 문단의 경우만 역치 범

위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구강음과 비강음 문단 및 비강음 문

장의 경우는 모두 역치를 벗어난 과소 비음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조절기 유형에 따른 비음치 비교

피험자가 착용했던 조절기 타입에 따른 비음치를 비교한 결

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비음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

다(Table 4). 또한 비음치가 특별히 더 많이 감소하는 조절기 유

형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1형 조절기의 경우 구강음과 비강

음 문단을 말했을 때, 2형 조절기에 비하여 보다 더 낮은 비음

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절기 착용 후 이물감 및 통증에 대한 점수 및 주관적 느낌의 

특성

피험자가 1형과 2형 조절기를 착용한 후 안정 상태 및 낭독 

상태에서 각각 느낀 이물감과 통증에 대한 설문지(Appendix 

2)를 작성하게 하고 그 점수를 살펴본 결과, 두 조절기 모두 두 

가지 상태에서 이물감과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 느껴지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5). 또한 

조절기 종류에 따른 이물감과 통증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피험자가 자유롭게 표현한 주관적인 느낌들은 1) 2형 조절기가 

들숨이 더 원활하다, 2) 조절기의 이물감이나 통증은 코에 얼마

나 정확하게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3) 조절기 

높이가 더 낮아지면 더 편안한 착용감이 들 것 같다 등이었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과다비성 조절기’를 과다비성 대상자에게 적용하

Table 1. Comparison of nasalance scores in subject and Korean adults norm without Hypernasality Control Device

Nasalance scores (%)
Subject Korean adults norm

First Second Mean Mean SD
Oral paragraph 12.00 12.00 12.00 11.94 4.21
Oral and nasal paragraph 35.00 33.00 34.00 34.73 4.79
Nasal sentence 63.00 60.00 61.50 62.02 5.67

Table 2. Comparison of nasalance scores in subject and Korean adults norm with and without HCD type I

Nasalance scores (%)
With HCD Without HCD Korean adults norm

First Second Mean First Second Mean Mean SD Threshold
Oral paragraph 5.00 4.00 4.50 12.00 12.00 12.00 11.94 4.21   3.69-20.19
Oral and nasal paragraph 10.00 10.00 10.00 35.00 33.00 34.00 34.73 4.79 25.34-44.12
Nasal sentence 25.00 36.00 30.50 63.00 60.00 61.50 62.02 5.67 52.61-73.13
HCD: Hypernasality Control Device

Table 3. Comparison of nasalance scores in subject and Korean adults norm with and without HCD type II

Nasalance scores (%)
With HCD Without HCD Korean adults norm

First Second Mean First Second Mean Mean SD Threshold
Oral paragraph   5.00   5.00   5.00 12.00 12.00 12.00 11.94 4.21   3.69-20.19
Oral and nasal paragraph 16.00 16.00 16.00 35.00 33.00 34.00 34.73 4.79 25.34-44.12
Nasal sentence 31.00 29.00 30.00 63.00 60.00 61.50 62.02 5.67 52.61-73.13
HCD: Hypernasality Control Device

Table 4. Comparison of nasalance scores with HCD type I and II

Nasalance scores (%)
HCD type I HCD type II 

First Second Mean First Second Mean
Oral paragraph   5.00   4.00   4.50   5.00   5.00   5.00
Oral and nasal paragraph 10.00 10.00 10.00 16.00 16.00 16.00
Nasal sentence 25.00 36.00 30.50 31.00 29.00 30.00
HCD: Hypernasality Contro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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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비강에 착용시켰을 때의 이물

감이나 통증의 정도 파악 및 미착용 시에 비하여 비음치가 어

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조절기 미착용 상태에서 피험자의 비음치는 한국인 정상 성인

의 비음치와 유사하였으나, 1형과 2형 조절기를 착용한 상태에

서는 미착용 시에 비하여 현저히 비음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1형과 2형 조절기 착용 시의 비음치는 구강

음으로만 이루어진 문단의 경우, 한국인 정상 성인 비음치 규

준에 따른 역치 범위 안에 들어갔으나, 구강음과 비강음이 공

존하는 문단과 비강음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의 경우는 역치 범

위를 벗어나는 낮은 비음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다비성 증상을 조절하기 위하여 개발된 

‘과다비성 조절기’가 명확한 비강 공명 차단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본 조절기의 개발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부분적으

로 확인한 것이며, 두 가지 유형의 조절기 모두 유사한 효과를 보

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과다비성 대상자들이 

본 조절기를 착용할 경우, 과다비성이나 비강누출이 조절되어 

말 명료도의 향상을 즉각 체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한다. 

다만 비강음 및 구강음으로 이루어진 문단이나 비강음으로

만 이루어진 문장에서 이처럼 한국인 정상 비음치의 역치를 벗

어나는 낮은 비음치를 보였다는 점은 비음 말소리의 비강 공명

을 차단하는 효과가 과다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한

다. 즉 1형, 2형 조절기 착용 시 구강음만으로 이루어진 문단에

서는 그렇지 않았으나, 비강음이 들어있는 문단이나 문장에서 

한국인 정상 성인 규준에 의한 역치를 벗어나는 낮은 비음치를 

보이는 점은 이 ‘과다비성 조절기’가 비강 공명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비강 공명을 차단하기 때문이라고 해석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상 공명 상태를 보이는 피험자의 

경우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

후 정상 성인이 아닌 과다비성 대상자에게 직접 조절기를 착용

하게 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

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절기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두

되, 다양한 변형 모델을 개발하여 실험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비강 공명 차단 효과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

고 있다. 

다른 한편, 조절기 미착용 시에 비하여 착용 시에 느껴지는 

이물감이나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과다비성 조절기’가 다른 보철기들에 

비하여 착용이 쉽고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다만 조절기 착용 후 피험자가 자

유롭게 제시한 의견들을 고려하면, 1형보다 2형에서 들숨 호흡

이 더 쉽게 가능하다는 점, 조절기의 사이즈와 형태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본 조절기가 좀 

더 개개인의 전비강 모양 및 크기에 적합하게 제작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개개인의 

전비강 본을 뜨는 과정과 3D 스캐닝, 3D 프린팅 과정이 보다 

단순해져야 하며, 신체 착용에 적절한 3D 프린팅 소재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Ayliffe et al.(2014)은 구개거상 보철

기의 모듈화를 시도하여 제작 과정의 복잡함, 수혜자의 불편함

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재질 또한 아크릴 레진에서 실리콘으

로 바꾸어 부드러운 질감을 추구하여 치과에서 사용하는 보철

기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과다비성 

조절기’ 역시 개개인 맞춤형 혹은 기성 사이즈의 다양화 등 여

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여 보다 단순하게 제작되면서도 과다

비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내는 조절기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과다비성 조절기’의 개발 의의 및 과정을 요약하

였고, 그 유용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

절기 착용 전후의 비음치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비음치 조절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수준의 과다비

성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므

로 앞으로 다양한 공명장애 대상자를 피험자로 하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0:0�이물감·과다비성 조절기·비음치·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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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cores of foreign body sensation and pain with HCD type I and II 

Scores
HCD type I HCD type II

Just wearing state Reading with HCD Just wearing state Reading with HCD
Foreign body sensation 1 2 1 1
Pain 2 1 1 1
HCD: Hypernasality Contro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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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CES 

Appendix 1. 평가 문장 및 문단 리스트

말소리 구성 문장 및 문단
비음치 

평균(%)

비음치 

표준편차

구강음 “수희가족이 바다에 갔다. 배도 타고 튜브도 탔다. 갑자기 비가 와서 집으로 돌아왔다.” 11.94 4.21

구강음 및 비강음 “오늘은 대공원에 놀러가는 날이다. 엄마가 김밥도 만드셨다. 과자랑 스케치북도 가져갔다.” 34.73 4.79

비강음 “엄마 안녕 엄마 안녕, 나무 안녕 나무 안녕, 매미 안녕 매미 안녕.” 62.0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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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과다비성 조절기 착용 시 이물감 및 통증의 정도 설문지

설  문  지

귀하께서 과다비성 조절기 1형과 2형을 각각 전비강에 착용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혹은 착용하고 말하는 동안 느껴지는 점에 대

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적절한 점수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과다비성 조절기 1형의 경우

1-1. 조절기를 착용하고 가만히 있는 동안 전비강에 느껴지는 이물감의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이물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1점)~이물감이 매우 많이 느껴진다(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2. 조절기를 착용하고 가만히 있는 동안 전비강에 느껴지는 통증의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1점)~통증이 매우 많이 느껴진다(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3. 조절기를 착용하고 말하는 동안 전비강에 느껴지는 이물감의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이물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1점)~이물감이 매우 많이 느껴진다(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4. 조절기를 착용하고 말하는 동안 전비강에 느껴지는 통증의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1점)~통증이 매우 많이 느껴진다(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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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다비성 조절기 2형의 경우

2-1. 조절기를 착용하고 가만히 있는 동안 전비강에 느껴지는 이물감의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이물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1점) ~ 이물감이 매우 많이 느껴진다(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2-2. 조절기를 착용하고 가만히 있는 동안 전비강에 느껴지는 통증의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1점) ~ 통증이 매우 많이 느껴진다(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2-3. 조절기를 착용하고 말하는 동안 전비강에 느껴지는 이물감의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이물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1점) ~ 이물감이 매우 많이 느껴진다(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2-4. 조절기를 착용하고 말하는 동안 전비강에 느껴지는 통증의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1점) ~ 통증이 매우 많이 느껴진다(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