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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and speech therapy can be perform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situation, al-
though it is generally performed in a face-to-face manner. Telepractice refers to the provision of 
specialized voice and speech therapy by speech-language pathologists for assessment, therapy, 
and counseling by applying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from a remote location. Recently, 
due to the pandemic situation and the active use of non-face-to-face platforms, interest in tele-
practice of voice and speech therapy has increased. Moreover,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has 
been advocating its clinical usefulness and non-inferiority to traditional face-to-face interven-
tion. In this review, the existing discussions, guidelines, and preliminary studies on non-face-to-
face voice and speech therapy were summarized, and recommendations on the tools for tele-
practice were provided.

Keywords   Telepractice; Voice disorders; Voice therapy; Speech therapy;  
Speech-language pathologist.

서      론

음성언어치료는 원칙적으로 면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말언어청각학회(American Speech-Language-

Hearing Association, ASHA)는 일찍이 비대면 또는 원격 언어치료(telepractice)라는 

용어를 정립하였으며, 또 다른 용어로는 ‘teleaudiology’, ‘telespeech’, ‘speech telether-

apy’가, 보다 광범위한 용어로는 ‘telerehabilitation’이라는 용어도 제시되어 왔다[1]. 원

격 언어치료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하여 환자에게 평가, 치

료, 상담을 위한 전문 언어치료 및 청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 ASHA는 

이러한 비대면 언어치료를 특별 분과(special interest group)의 하나로 설정하여 관련 

자료 및 교육을 제공하고 근거기반 중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꾸준하게 보고하

여 왔으며, 적절한 보험 청구 등을 위해 비대면 언어치료를 수행하고자 하는 언어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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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language pathologist, SLP)를 대변하여 왔다(https://

www.asha.org/SIG/18/). 비대면 언어치료는 애초에는 팬데

믹과는 무관하게 미국이나 호주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넓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국가들에서 대안의 하나

로써 그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최근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욱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음성치료의 경우 반

폐쇄성도훈련법(semi-occluded vocal tract exercise, SOVTE)

을 포함한 많은 음성치료기법들이 에어로졸(aerosol)을 생성

하여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관심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성언어치료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의 많은 영

역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비대면 온라인 의사소통을 

이용한 다양한 상호작용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왔다. 예컨대 교육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비대면 플랫

폼 활용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을 증

가시켜 왔으며, 이에 익숙해진 미래 세대들의 활발한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팬데믹 시기가 당초의 예상

보다 길어진 점 또한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환자가 어렵게 병원

에 내원하여 음성언어치료를 받게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비인후과 음성 클리닉에서는 후두내시경이나 후두스트로

보스코피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권

고되고 있으므로[3,4], 환자가 SLP의 시범을 관찰하거나 SLP

가 환자의 말 산출 과정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데에 지장

이 크다. 특히 또 다른 팬데믹 사태와 같이 전통적인 면대면 

음성언어치료가 어려운 다른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음성언어치료가 추후에도 더욱 긴요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에 대해 이루어

진 기존의 논의들과 예비연구들을 살펴보고, 비대면 음성언

어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상

황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본      론

팬데믹 이전 시기의 비대면 음성 및 언어치료에 대한 

논의

팬데믹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비대면 원격 언어치료를 적용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마비말장애(dys-

arthria), 말실행증, 인지의사소통장애 등 신경언어장애 환자

에게 전화 혹은 위성연결을 이용한 비대면 치료를 적용한 연

구들이 보고되었다[5,6]. 그후 다양한 언어병리학 하위분야에

서 비대면 치료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으며, 특히 이비인후과 

음성 클리닉에서도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음성장애, 삼킴장

애, 유창성장애, 말소리장애(구 조음음운장애, speech sound 

disorder) 등에서 대면 치료에 대한 비열등성(non-inferiori-

ty)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7-13]. 예컨대 VoiceEva-

lU8이라는 앱을 이용한 예비연구를 살펴보면, 21명의 교생들

에게 앱을 이용하여 1주 간의 음성위생 교육과 3주 간의 음성

훈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8]. 그 결과, 기본주

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가 증가하고 주파수 변동

률(jitter percent, Jitt)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며, 해당 앱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음성치료 모델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의 발성부전(hy-

pophonia) 및 말 명료도(speech intelligibility) 저하에 대한 

총체적 치료 프로그램으로 그 근거를 쌓아오고 있는 Lee Sil-

verman Voice Treatment (LSVTⓇ LOUD)의 비대면 치료에 

대한 무작위 대조 비열등성 시험(randomized controlled non-

inferiority trial)에서는 약함-중간 수준의 마비말장애 증상

을 보이는 PD환자 34명에 대하여 온라인 및 대면 치료 프로

그램을 적용하기도 하였다[7]. 그 결과 모음 발성, 읽기, 독백 

시의 음압(sound pressure level)과 최대 F0, 청지각적인 기식

성(breathiness), 음도(pitch)와 음량(loudness)의 변이성(vari-

ation), 무엇보다도 말 명료도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대

면 치료와 비대면 치료 간 개선 정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대면 치료와 비교하였을 때, 비대면 치료 시 때때로 최

장 3초에 이르는 오디오 연결 딜레이가 발생하여 상호작용에 

방해가 되었고, 연구 당시 영상의 해상도도 높지 않았으며, 

대상자와 눈 맞춤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였다. PD환자

의 단기간 집중 음성치료를 위해 스마트폰 앱인 WhatsApp

을 이용하여 12세션 비대면 치료를 시행한 결과 모음 연장 

및 자발화 시 음량이 증가하고, 청지각적 증증도, 말명료도 

및 주관적 음성 불편감 또한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

었다[14].

비대면 언어치료는 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거

주하는 환자의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대면 치료에 비

해 용이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과 치료 적용의 유연성이 높다

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학령기 말소리장애 아동 9명에 대한 

한 비대면 조음치료 연구에서는 주 5회 각 세션마다 6분씩 비

대면 치료활동을 적용한 결과, 주 1회 30분 간 대면 치료 및 

숙제를 병행한 그룹(9명)과 마찬가지로 말 산출에 대한 기능

적 의사소통 척도(functional communication measures)가 

두 그룹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12]. 

또한 부가적인 효과로서 학교 내의 이동시간이 줄어들어 치료 

스케줄링의 유연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아동이 치료

https://www.asha.org/SIG/18/
https://www.asha.org/SIG/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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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석한 경우 보충이 매우 용이하다고 보고하였다. 학교 내

에서 SLP에 의해 언어치료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

는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장점이 학교 내 통합 환경에서의 언

어치료를 촉진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학교 생

활환경에서의 치료성과를 일반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적합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치료서

비스의 우수한 질과 환자 스스로의 요구, 그리고 환자가 거

주 중인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장점에 의해 비대

면 언어치료는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팬데믹 시기의 음성언어치료에 대한 논의

COVID-19의 창궐이라는 전례없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비

대면 음성언어치료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폭발하기 시작

하였다(Fig. 1). 환자와 보호자 모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로 인하여 대안을 찾게 되면서 미국에

서는 실제 비대면 언어치료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전세계적으

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15-18]. 이에 비대면 언어치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들 또한 속속 보고되었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견해들은 논문뿐만 아

니라 서간, 논평, 팟캐스트, 유튜브 동영상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로 신속하게 확산되어 온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감염 위험에 따른 음성언어치료에 대한 지침과 논의들

가장 먼저 보고된 연구들은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각 기관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

을 만한 지침들이 주를 이루었다. ASHA에서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언어치료 관련 자료들

을 즉각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였다(https://www.

asha.org/About/Telepractice-Resources-During-COV-

ID-19/). 이를 통하여 비대면 언어치료시 대면 언어치료와 

동일한 수준의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과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비대면 언어치료가 원격 의사소통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수

퍼비전(telesupervision)과는 별개의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의 모델로서는 언어치료 서비스가 실시간 

오디오 및 비디오 연결로 제공되어 전통적인 대면치료와 비교

적 유사한 동기형(synchronous), 정보나 이미지, 비디오, 자료 

등이 저장되어 환자가 이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비

동기형(asynchronous), 동기형 및 비동기형 서비스와 웨어러

블 센서 혹은 앱 등을 이용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함께 이용되는 하이브리드형(hybrid)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 상이하여 원

격 모니터링 등의 일부 서비스를 통해 평가 혹은 치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가 책정시 임상가가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비대면 언어치료를 시작하기 위한 다섯 단계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웹캠 및 스크린 공유, 상호작

용 컨텐츠(그리기, 키보드 및 마우스 컨트롤 공유, 화면상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등)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회의 플랫폼 

선정하기(예: Zoom, WebEx, GoToMeeting 등), 2) 미국의 의

료 정보 보호법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

ability Act (HIPAA)의 가이드라인 확인 및 준수하기(예: 문

서 또는 이메일 송부 시 전체 이름 사용 지양, 화면을 통한 문

서 공유 시 개인정보 삭제, 원격 암호 프로그램 적용 플랫폼 

Fig. 1. Google trends interest graph on telepractice for past five years. It can be seen that the period of explosive increase in interest is the 
end of March 2020, which coincides with the period when COVID-19 spread to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https://www.asha.org/About/Telepractice-Resources-During-COVID-19/
https://www.asha.org/About/Telepractice-Resources-During-COVID-19/
https://www.asha.org/About/Telepractice-Resources-Durin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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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등), 3) 화면을 통해 공유 가능한 다양한 가상 활동(vir-

tual activities) 및 자료 물색하기, 4) 가상 세션에 지속적으로 

참여 독려하기, 5) 지속적으로 외부의 도움과 조언, 자료 구하

기 등이다. 이 밖에도 본격적으로 비대면 언어치료를 시행하

기 전에 윤리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비대면 언어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라이선스의 각 주별 법령 및 규정, 수가 

책정과 관련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COVID-19 팬데믹 초기의 지침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음성평가 또는 치료 활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

성을 강조한 지침들이 다수 있었다. 즉 대부분의 음성재활 훈

련들은 에어로졸 또는 비말을 생성하는 호흡훈련과 발성훈

련, 특히 널리 이용되는 SOVTE를 포함한다는 점을 양지하

여야 하며, 진단 평가가 아주 급한 음성장애를 제외하고는 음

성재활을 긴급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19,20]. 또한 

음성 평가 및 치료 절차의 위험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청지

각적 평가와 비대면 음성치료 절차만이 낮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외 전기성문파형검사, 음향학적 평가, 클리닉 내에서

의 음성치료, 공기역학적 평가 순으로 중간에서 높음 수준의 

위험도를 보이며, 경성 혹은 연성 내시경을 이용한 후두육안

검사가 매우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

다[21]. 또 다른 지침에서도 음성진단과 음성치료 절차가 잠재

적인 에어로졸 생성 위험도가 높아 강화된 수준의 개인보호

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 필요한 반면, 원격

진료(telemedicine)를 통한 대안 조치가 실현 가능하므로 이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2].

비대면 음성치료는 대면 음성치료와 비교하여 만족도가 뒤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23,24], SLP의 비대면 음성언어

재활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질환군 혹은 사례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예컨대 근긴장성 발성장애(muscle ten-

sion dysphonia, MTD), 성인 또는 아동의 성대결절, 노인의 

양성 성대질환, 신경학적 음성장애, 음성피로(vocal fatigue), 

갑상선절제술 후 편측 성대마비에서의 음성관리, 후두절제술 

후 음성관리, 교사와 같이 음성사용량이 많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음성관리, 트랜스젠더, 호흡훈련, 만성기침, 마비말장애, 

삼킴장애 등이 폭넓게 보고되었다[15,25-33].

특히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다학

제 간 모델(interdisciplinary model)을 활용하여 여러 전문

가가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즉 이비인

후과 의사와 SLP,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스태프(예: 

“Zoom Prep Staff”[15])의 명확한 역할 구분 및 분담이 필요

하며, 비대면 음성언어치료만을 위해 따로이 세션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환자보고 결과(pa-

tient-reported outcome) 측정치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음

성상태에 대한 평가 프로토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에 대해 제시되는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로는 대면 음성 평가 및 치료에서 활용해오던 음향학

적, 공기역학적 분석 도구들을 적용하기 어려워 다면적인 음

성평가와 치료적 평가(therapeutic evaluation),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15]. 다른 접근 장벽

으로는 수가 책정 문제, 주 혹은 연방 법률 및 규정, 사이버 

보안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활용에 대한 SLP와 환자 

스스로의 교육을 통한 숙지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한 연구는 

24-79세 환자 108명에게 실시간 음성 녹음을 위해 SLP의 도

움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활용하

도록 한 결과 83명이 성공하였으며, 이 과정에는 평균 10-20

분이 소요되었다고 하였다[34].

2020년 9월 24일에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

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의 음성 분과 위원회의 

웨비나가 개최되었는데, 미국, 일본, 호주, 홍콩, 벨기에, 핀란

드, 브라질, 스위스, 중국, 대만 등 전 세계 각국의 음성장애 

분야 SLP들이 모여 COVID-19 팬데믹 시기 음성장애 분야

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CO-

VID-19 이후 MTD 환자와 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가 급

증하였고, 일부 SLP는 이미 코로나 감염 후 지속되는 음성장

애 환자를 평가 또는 치료하고 있으며, SLP들 또한 이전에 비

해 증가된 음성피로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

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비대면 음성언어치료를 수행하고 

있고, 교과과정에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대면 음

성언어치료 시 환자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 자세를 보고 목소

리를 듣는 관찰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였으

며, 음성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보컬 코칭을 하는 느낌을 받으

며, 30초에서 1분 동안 간단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조차도 환

자 스스로가 과도하게 어렵다고(overwhelming) 느끼는 경향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임상가는 보험 적용의 문제로 음

성에 대한 검사는 대면으로, 치료는 비대면으로 시행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문가들은 기존의 음성검

사 및 치료 세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며, 창조적 파

괴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의 한계를 극

복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 예시로는 세션을 더욱 

짧게 세분한다거나, 초기 평가를 위해 외래 방문을 하였을 때 

15-20분의 기기 및 앱,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 및 세팅 세션을 

별도로 갖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시 SLP가 시행

할 수 있는 원격 음성 평가를 위해 Speech-Language Pa-

thology Primary Contact Telehealth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35]. 이 프로토콜은 크게 1) 셋업하기, 



134  

JKSLP

2) 연결구축, 3) 사례력 조사, 4) 검사의 단계로 나뉜다. 또한 

이 프로토콜을 통해 평가를 시행한 후 음성 문제의 중증도

가 높은 것이 확인됨과 동시에 위험 증상(red flag symp-

toms)이 관찰되면 긴급하게 후두내시경을 시행할 것을 권고

하였는데, 이러한 위험증상에는 악성종양을 시사하는 증상

(호흡곤란, 삼킴 통증, 각혈, 야간 발한, 이동, 급격한 체중감

소 등), 기도문제(천명음), 신경학적 증상(기식성, 진전, 사지 

또는 구강운동의 약화, 혀의 근섬유다발수축)이 포함된다. 이

는 비대면 치료가 대면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만족도

가 높다고 하더라도, 음성장애의 병인과 적절한 중재방법에 

따라서는 대면 평가 및 치료가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 존재한

다는 선행 연구의 조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36].

구체적으로 각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1) 셋업하기 단계에서

는 사전에 전화로 이메일 체크, 마이크 셋업, 원격 의사소통 플

랫폼 연결, 사용 언어 확인,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방해요인 확

인 작업 등을 수행한다. 또한 음성장애지수-10 (Voice Hand-

icap Index-10, VHI-10)과 같은 간단한 설문을 이메일을 통

해 사전에 시행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무기록을 확인하

여 음성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나 약물 복용 이력 등을 확인한

다. 2) 연결구축 단계에서는 비디오 및 오디오 연결을 확인하

고, 환자의 목, 어깨, 얼굴이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환자의 이

름과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과 현재 거주 위치를 확인하며, 연

결이 끊겼을 때를 대비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음성 

샘플 녹음에 대한 동의를 득한다. 3) 사례력 조사 시에는 연령, 

성별, 직업, 직업적 음성사용 여부, COVID-19 감염력, 음성관

련 증상, 목에서 느끼는 감각, 삼킴 문제, 기침, 발증 시기 및 

진행 양상, 변이성(variability), 악화 요인, 관련된 수술 혹은 

치료력, 가족력 등을 확인한다. 4) 검사 시에는 먼저 목의 불편

감, 자세, 목과 어깨의 긴장도, 호흡 패턴, 청력, 구강운동능력 

등을 확인한다. 본격적인 평가 과제로는 최대연장발성 3회, 

S/Z 비율 측정, 1-10, 80-90까지 세기, 표준 문단 또는 문장 산

출하기, 1-5까지 점점 크게 세기, 모음 /아/를 최소 및 최대 음

량으로 발성하기, 대화하기 등이 제시되었으며, ‘생일 축하’와 

같은 간단한 노래 부르기가 옵션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

여 SLP는 청지각적 평정을 통해 GRBAS 척도 혹은 Consen-

sus Auditory-Perceptual Evaluation of Voice (CAPE-V)를 

시행하고, 공기역학적으로는 S/Z 비율 또는 최대 발성 시간

(maximum phonation time, MPT)을 측정한다. 또한 다양

한 청지각적 특징에 대한 묘사를 시도하며, 조음 및 공명 측

면에 대한 특징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긴장 완화, 공명발성, 

SOVTE 등의 시도 치료(trial therapy)를 수행하여 반응도를 

살펴본다.

국내의 비대면 음성언어치료 관련 연구들

국내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다양한 연구들이 이

루어져 왔다. 먼저 한 예비연구에서는 ‘홈 보이스 트레이너’라

고 하는 치료 활동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다섯

명의 과기능적 음성장애 환자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음성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6-11회기 동안 각 주 1회 적용하였다[37]. 

그 결과, GRBAS, Jitt, 진폭 변동률(shimmer percept, Shim), 

소음대배음비(noise-to-harmonic-ratio, NHR)가 개선되었

고, 음역대(vocal range)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 

다른 증례보고에서는 갑상선 전절제술 후 음성문제를 보이는 

30세 여환에게 9주간 Zoom 플랫폼과 자체 개발한 비대면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치료를 시행하였다[38]. 그 결

과 후두내시경에서 호전된 성대 접촉 양상이 관찰되었고, VHI 

점수 및 GRBAS 척도는 감소한 반면 최대 발성 시간은 증가

하여 음성이 개선된 소견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음성질환군이 아닌 정상집단 혹은 특정 질환 및 직업

군에 적용된 연구들도 있다. 한 연구는 ‘365 삼킴 건강 코치 

앱’이라고 하는 앱을 정상 여성노인 7명에게 적용하였다[39]. 

이 앱은 본래 구강 및 인후두 근력 강화를 위해 힘껏 오래 삼

키기, 힘껏 음도 높이기, 힘껏 혀 돌리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삼킴 능력을 강화하고자 개발된 앱인데, 정상 노인에게 

시행한 결과 MPT, F0, 문장에서 측정한 켑스트럼 피크 현저

성(cepstral peak prominence, CPP)이 증가한 반면 Jitt, Shim, 

NHR은 감소하여 음성 개선에도 일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

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가 음성건강관리 프로그램’을 SLP 

15명에게 적용한 결과, VHI와 음성 피로도 검사(Vocal Fa-

tigue Index, VFI) 등 설문 점수가 감소하였고, 구체적으로 목

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말할 때 통증이 있고, 

노래시 고음이 곤란하고, 음성피로를 느끼는 등의 증상이 감

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40]. 역시 음성 사용량이 많은 직업군

이라 할 수 있는 영유아 교사들에게 원격으로 4주 동안에 걸

쳐 SOVTE를 적용하였을 때, 주관적인 음성 불편감을 반영하

는 설문점수가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되었다[41]. 

주로 치경 마찰음 /ㅅ, ㅆ/에서 조음오류를 보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및 자가치료를 적용한 결과 목

표 음소의 자음 정확도 개선 및 문장 단위로의 전이를 보고

한 연구도 있었다[42].

스마트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연구도 보고되

었다[43]. 즉 양성성대질환 환자 25명과 정상대조군 20명이 

발성 기능훈련(vocal function exercise), 액센트 기법(accent 

method), 흡기 발성(inhalation phonation), SOVTE 훈련을 

각 10분씩 수행하되, 모바일 기반 음성치료군과 전통적 음성

치료군으로 무선 배정하여 치료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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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모바일 기반 음성치료군은 Voice Analyst, Pro Metro-

nome, VoCo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반면 전통적 음성

치료군은 기존 음성검사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Computerized 

Speech Lab (CSL)의 Real-Time Pitch (Model 5121; Kay-

PENTAX, Lincoln Park, NJ,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치료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CPP, 음향학적 

음성 질 지수(Acoustic Voice Quality Index, AVQI), 음향학

적 기식성 지수(Acoustic Breathiness Index, ABI), GRBAS

의 Grade 척도, CAPE-V의 overall severity, VHI-10 등 다

양한 지표에서 음성 개선을 보이고 각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

관관계가 관찰되었다.

국내외에서 PD환자의 과소운동형 마비말장애 치료에 널

리 활용되어 오고 있는 LSVT LOUD의 경우 기존에 재택 

치료를 위해 환자가 집에서 활용하던 LSVT Companion이라

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2012년에 소개되었다[44]. 그리고 

나서 팬데믹 시기가 시작된 이후, 이러한 환자용 프로그램과 

Zoom 플랫폼, 그리고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서로 연계

하는 방법과 상세한 활용절차가 동영상(https://www.you-

tube.com/watch?v=CqELmKJNbqk)을 통하여 발빠르게 

소개되어 활용도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원격 음성 평가 및 치료를 위한 도구들

다음으로는 문헌에서 소개되었거나 추천할 만한 원격 음성

평가 및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용화되거나 패키지화 된 비대면 검사 및 치료도구가 

출시되기 전에는 이러한 도구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도구로는 크게 1) 원격 의사소통을 위한 애플

리케이션, 2) 음성 녹음 및 간단한 바이오 피드백, 음성평가를 

위한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3) 지속적인 자가 음성평

가를 위한 환자보고 설문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실시간 원격 의사소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앞

서 언급한 Zoom, WebEx, GoToMeeting, Microsoft Teams, 

FaceTime 등이 있다. 환자와의 의사소통 시 동영상이나 문서 

등 실시간이 아닌 연결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한 선행연

구에서는 비대면 언어치료시 실시간 연결을 활용하는 SLP

의 비율이 60.5%라고 보고하였고, 그 중 Zoom을 활용하는 비

율(37.1%)이 가장 높았다[45]. Zoom의 경우 무료 계정과 유료 

계정의 회의 가능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SLP가 이를 잘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정면을 컴퓨터에 연

결된 웹캠으로 확인하면서 스마트폰 등 타 기기로 측면을 보

여주도록 세팅하여 한 회의실에 동시에 접속하고 치료활동을 

수행하면, 치료 활동시 환자의 수행력에 대한 정보를 SLP가 

좀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때 적절

한 카메라와 마이크 위치 및 각도 확보, 마이크 등의 기자재 

별도 세팅 여부 확인, 주변 환경 소음 통제,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확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동의 받지 않은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이

슈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세션의 시작 및 종료, 상담 시간에 

대한 확인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령이 

다를 수 있어 현재 거주 위치에 대한 확인도 선행할 것이 권

고된다고 한다. 만약 환자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

는 데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면, Google Chrome 원격 데

스크톱(https://remotedesktop.google.com/)의 ‘원격지원’, 

‘다른 컴퓨터에 연결’ 기능을 이용하여 환자의 컴퓨터에 SLP

가 임시로 원격으로 접속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온라인 음성언어치료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SLP가 환자

의 컴퓨터 상에서 Praat(https://www.fon.hum.uva.nl/praat/)

과 같은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여 음성 샘플을 

녹음하고 해당 컴퓨터에서 직접 간단하게 음향학적으로 분석

하는 데에 활용해볼 수도 있다. 굳이 스크립트 기능을 활용하

지 않더라도, 간단히 모음 /아/ 연장 샘플을 녹음한 후 ‘View 

& Edit - 드래그하여 구간 설정 - Pulses - Show pulses - 

Pulses - Voice report’의 간단한 절차로 F0, Jitt, Shim, 

NHR 등의 변수를 측정할 수 있다. Praat의 더욱 상세한 활

용방법은 임상적 활용방법에 대한 최근의 가이드를 참고할 

만하다[46].

음성평가 결과를 직관적인 그래픽의 형태로 나타내고 싶거

나, AVQI, ABI 등 Praat 기반 중증도 추정치를 얻고자 함에

도 스크립트 활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Praat 6.0.48 기반의 

무료 소프트웨어인 VOXplot 프로그램(https://voxplot.ling-

phon.com/en/)을 이용해볼 수 있다. 특히 ‘분석 언어(analy-

sis language)’를 한국어로 설정할 경우 한국어 문장(‘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 내 마음 역시 넓어지는 것 같

다’)을 이용한 선행연구[47]를 토대로 AVQI (version 3.01)와 

ABI를 자동으로 계산해주어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임상에

서 널리 활용되는 CSL의 다차원 음성 프로그램(Multi-Di-

mensional Voice Program)과 같이 12개 음향학적 측정치

들의 프로필을 직관적인 그래픽으로 보여준다(Fig. 2). 다만 

원격접속으로 환자의 컴퓨터에서 직접 분석하지 않고 Zoom

과 같은 실시간 연결 플랫폼을 이용하여 음성을 전달하여 

SLP의 컴퓨터 상에서 음향 분석을 시행할 경우 CPP나 진

전(tremor) 관련 측정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48].

음성 녹음 및 바이오 피드백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https://www.youtube.com/watch?v=CqELmKJNbqk
https://www.youtube.com/watch?v=CqELmKJNbqk
https://voxplot.lingphon.com/en/
https://voxplot.lingphon.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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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은 환자가 매일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설치될 수 있

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비교적 높다. 특히 환자의 매일매일의 

음성 상태를 간단히 녹음하여 SLP에게 메일로 송부하거나, 

SLP와의 세션이 약속되지 않은 날 자가 훈련을 시행할 때 이

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스마트

폰에서 녹음한 음성샘플을 CSL과 같은 전문 기기로 분석하

였을 때 그 측정치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임상적인 유용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49].

다만 스마트폰의 자체 빌트인 마이크는 지향성이 없어 주

변 환경 소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

여 환자에게 주지시키고 주변 환경 소음을 통제하는 일이 필

요하다. 만약 여건상 조용한 상태에서의 샘플 취득이 어렵다

면 이로 인해 대상자의 음성상태가 다소 실제보다 더 안 좋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Praat을 이용하여 

저주파 통과 필터(low-pass filtering)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음

성의 질과 관련이 적은 음향 정보를 배제함으로써 신뢰성 있

는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피드백, 특히 시각적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여러 애플

리케이션들은 그 시각적 피드백이 의미하는 바를 사전에 환

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예컨대 음성의 스펙트럼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앱을 활용한다면, 배음(harmonics)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형성될 때와 무너질 때의 시각적 차이를 

확실히 인식시키고, 환자가 인위적으로 발성 방법을 달리해 

봄으로써 그 차이를 체득할 수 있는 사전 훈련을 시행해야 한

다. 그 외 음도와 강도, 배음 구조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앱과 시행의 예시는 Fig. 3에 제시되어 있다.

환자 보고 설문은 대면 음성언어치료에 비해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대해 느낄 수 있는 제한점을 

보완해주고 치료 성과의 척도로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이다[25]. 한 연구에서는 정상 음성을 가진 사람에서 음성 설

문지인 VHI와 VFI에 대하여 종이 설문지를 이용한 경우와 

앱을 이용한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50]. 

따라서 한국어로 번안되어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음성 설문

지 중에서 범용성있게 사용되는 VHI 설문지와 더불어 환자

에게 적합한 설문지를 추가로 시행해 봄직하다. 예컨대 직업

Fig. 2. An example of results from acoustic analysis of vowel and sentence production samples using the VOXplot program. The results in-
clude both numerical values and a radar chart of acoustic parameters which reflect the perceived hoarseness and brea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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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음성사용 차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직업 

영역의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과 참여 제약(partici-

pation restriction)을 별도로 면밀히 평가하는 음성 활동 및 

참여 프로파일(voice activity and participation profile, 

VAPP)을[51], 가창을 직업 또는 취미로 하는 환자에게는 그

에 맞는 가창 음성장애지수(Singing Voice Handicap Index)

를[52],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작성하는 소아 음성장애

지수(pediatric Voice Handicap Index, pVHI)를[53], 음성 

문제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혹은 음성에 대한 조절 능력을 더

욱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음성 파국화 지수(Voice Cata-

strophization Index, VCI) 혹은 목소리 자기조절 척도(Voice 

Perceived Present Control Scale, VPPC) 등을 사용해 볼 수 

있다[54]. 현재 한국어로 번안되어 가용한 다양한 설문지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도구들 중 특히 발성의 음향학적, 공기역학적 측면

에 대한 평가도구들을 비대면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직은 도

전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적어

도 F0는 비대면 플랫폼에 따른 측정치 차이가 없었고, 청지각 

평가 또한 직접 대면시의 평가와 대등한 유용성을 보고하여 

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15,55].

그 밖의 고려사항들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에 있어서 적절한 기기를 갖추고 정확

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뢰성 있는 음성의 분석

을 통한 치료 성과의 점검과 치료 활동시 대상자의 음성 상

태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음성언어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비대면 상황에서 이러한 작업의 신뢰성

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마이

Fig. 3. Examples of Android applications for voice assessment and therapy. A: Smart recorder provides recording options including various 
sampling rate and auto gain control for noisy environment. B: Vocal pitch monitor visualizes the pitch contour and shows if the speaker is 
possibly male or female based on the pitch range. C: FFT Spectrum Analyzer visualize the real-time spectrum of a voice input showing the 
harmonic structures and formant frequencies. The spectrum above shows intact harmonic structure, while the spectrum below shows that 
the energy of the harmonic frequencies is collapsed with breathy vocal quality. D: Voice Analyst visualizes the pitch and intensity contour si-
multaneously. E: SpectralView Analyzer shows real-time colorful spectrogram and harmonic patterns (Lt. normal voice, Rt. breathy voice). 
F: Voice tools enables users to customize reading materials and includes pitch and volume analysis, tone generator, spectrogram with F0 
contour, and several customizing options.

A

E F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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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등의 기자재에 대하여 각 클리닉마다 일정한 기종을 정해

두고 환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 또는 대여하는 일이 권고된

다.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컴퓨터의 자체 마이크가 무지향성

이라는 점이 염려된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3.5 mm 4극 혹은 

USB-C 연결이 가능한 단일지향성 컨덴서 핀마이크가 소음

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SLP 또한 발성 요구량(vocal demand)이 많은 직군으로서 

자신의 음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실시간 비대면 음성언

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56]. 환자는 비대면 서비스를 집에서 제공

받지만, 음성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자인 SLP는 병원의 클리닉

에서 온라인 치료활동을 수행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

서 시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마스크 또한 하나의 변인이 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음성 증상 

및 불편감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증가하며, 특히 직업적인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커진

다고 보고되었다[57]. 따라서 온라인 음성언어치료를 수행하

면서 SLP는 음성 위생 준수는 물론이고 환경 및 장비 관리

를 통하여 효율적인 음성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마치 은

행에서 한정된 예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음성을 제한된 자원

으로 보고, 음성 사용의 속도 조절(pacing)을 할 필요가 있다

고 할 수 있다[58]. 만약 환자가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원격 음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성문 폐쇄 부

전 환자에서 주요 음향 변수인 CPP의 측정치와 진단능에 있

어 차이가 없었다는 최근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59].

또한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의 경우 대면 치료에 비해서 동기

부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

도 필요한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성인환자들이 동기부여

를 유지하도록 제시된 방법들 또한 참조할 만하다[60]. 이러한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스케줄 만들기, 창의성 발휘하기, 현실

적인 목표 설정하기,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근거 제공하기, 환

자 스스로의 책임성 형성하기, 진전사항 측정하기, 새롭게 형

성해야 하는 좋은 습관을 나쁜 습관과 연결하여 생각하기, 최

적의 작업 환경을 확인하기, 적절한 보상 제공하기, 숙제를 다

양하게 수정하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등이 있다.

앞으로의 전망

비대면 음성언어치료는 현재 이러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보다는 연구 

차원에서의 활용에 그치는 경우가 아직은 더 많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당면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보완된다면, COV-

ID-19 종식 이후에도 그 활용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

다. 예컨대 대면 음성언어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지는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19], 특히 아동 음성장

애 환자가 이러한 접근성에 따라 치료를 받을 확률이 크게 달

라졌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할 만하다[61]. 심지어 환자들이 전

통적인 대면 음성치료에 비해 비대면 음성치료를 더욱 선호

했다는 연구도 있다[62]. 특히 직장생활로 인해 주중에 클리

닉에 내원하기 어려운 직장인, 주중에 학교에 가야하는 학생

이나 보호자가 함께 내원해야 하는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노

인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면 

Table 1. Examples of psychoemtric tools available in Korean

Instrument name & Acronym Original version Korean version
Voice Handicap Index (VHI) Jacobson et al. (1997) [67] Kim et al. (2007) [68]

Yun et al. (2008) [69]
Voice Handicap Index-10 (VHI-10) Rosen et al. (2004) [70] Yun et al. (2008) [69]
Voice-Related Quality of Life (V-RQOL) Hogikyan and Sethuraman (1999) [71] Kim et al. (2007) [68]
Pediatric Voice Handicap Index (pVHI) Zur et al. (2007) [72] Park et al. (2013) [53]
Children’s Voice Handicap Index-10 (CVHI-10) Ricci-Maccarini et al. (2013) [73] Ra et al. (2022) [74]
Singing Voice Handicap Index (SVHI) Cohen et al. (2007) [75] Lee et al. (2013) [52]
Voice Activity & Participation Profile (VAPP) Ma and Yiu (2001) [76] Lee et al. (2016) [51]
Vocal Fatigue Index (VFI) Nanjundeswaran et al. (2015) [77] Kang et al. (2017) [78]

Kim (2017) [79]
Voice Symptom Scale (VoiSS) Deary et al. (2003) [80] Son et al. (2018) [81]
Aging Voice Index (AVI) Etter et al. (2019) [82] Bae et al. (2019) [83]

Pyo et al. (2021) [84]
Voice Catastrophization Index (VCI) Shoffel-Havakuk et al. (2019) [85] Lee et al. (2021) [86]
Vocal Tract Discomfort Scale (VTDS) Lopes et al. (2019) [87] Lee et al. (2022) [88]
Voice Perceived Present Control Scale (VPPC) Misono et al. (2016) [89] Lee et al. (2022) [54]
Voice Disability Coping Questionnaire (VDCQ) Epstein et al. (2009) [90] Jang and Kim (202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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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치료에 대한 순응도(adherence)가 떨어져 중도에 중단하

는 환자의 비율이 국내외 연구에서 65%-72%로 높게 보고되

는 점을 고려할 때[63,64], 정규적인 내원을 통한 치료 사이에 

비대면 음성언어치료를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순응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치료 프로그

램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전

문가 그룹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사전 교육 

내용 및 세션 구성, 수가 책정, 갑작스러운 음성 문제 심화와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추가 논의와 

환자의 직업, 연령대 등의 개인적인 요소를 세심하게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임상적 유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의 근거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ASHA에서 제공하는 Evidence Maps (https://apps.asha.

org/EvidenceMaps/Maps/LandingPage/f8eee3d9-4739-

4ba6-b925-5d2f3ad809b6)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에서 일부 의사소통장애의 경우(예: 

말소리장애) 대면 치료의 효과가 비대면 치료에 비해 유의하

게 크다고 보고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각 장애군

과 연령대,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및 선행연구 결과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65].

그리고 온라인으로 평가 및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음성장애 분야의 SLP의 입장에서는 평가나 치료 전 환자가 

대면 초진을 받지 않는 한 후두에 대한 직접적인 육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15]. 또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보안 의식에 대한 고취

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관리와 점검도 지속

적으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팬데믹 시기가 지난다고 가정

한다면, 대면 음성언어치료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역할보다는 

비대면 음성언어치료 자체로서 가지는 고유의 기능과 장점을 

더욱 키워 나가야만 실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또한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서는 음성

치료를 담당하는 SLP와 의료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

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직후 

시점의 비대면 음성언어치료에 대한 국내 인식 조사 연구에서 

서비스 경험이 5.9%에 불과하였고,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편중

되었으며, 비대면 치료의 비열등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

았던 점을 고려한다면[66], 각 임상 현장의 SLP들이 새로운 

방법을 실제 음성언어치료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

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15].

결      론

요약하자면 비대면 음성언어치료는 팬데믹 시기 이전부터 

대면 음성언어치료 못지 않은 효과성이 입증되어 왔으며, 현

재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면 그 활용도

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팬데믹 이후에도 역시 환자와 임

상가의 다양한 여건에 맞게 조정되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치료프로

그램 및 기기 개발, 음성질환군에 대한 임상 적용 연구, 치료

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미세 조정의 효과에 대한 검증, 

대면 음성언어치료 대비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하여 

그 임상적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중심 단어: 비대면 언어치료; 음성장애; 음성치료; 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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