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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션 • 김함쩍 • 손영외 • 최흥씩. 힌국어판 음성정에l지수'<Voiæ Handicap Index. VHI)의 타당도 및 
VHI-1021 입상쩍 유용성. 언머청각정ilH연구J . 2008. 쩌113권， 쩌12호.216-241. 배경 및 목쩍: 본 
연구에셔는 한국어판 옴생장애지수 Voice HarUJiCaP 뼈ex， V뾰 이하 VHI)-31 및 VHI-10의 신뢰 
도 및 타당도를 제시하고 VHI-10의 유용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한국인 생언을 대상으로 

후두암을 제외한 음성장얘군 156명과 정상 성인 ffi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거친 VHI-잃과 IPVI 
Oowa Pa따π’sV，따e Index)의 1번 문항융 설문지로 제공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곁과: VHI-3) 
의 검사-재검사 간 상관성이 높았고(r= .맑1， p< .01), Crori뼈ch’ s a 값은 .앉E를 보여， 신뢰도가 
높은 캠사임을 보였다. 환자군과 정상군 칸에 뚜렷한 총캠의 차이흥 보였고， IPVI 1번 문항 간 
상판정 또한 높은 편으로(r = .664, p < .01), 타당도가 높은 검사임을 보였다 또한 요언분석 상 원 
본과 유사하게 제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이 가놓하였다 VHI-I0 또한 VHI-3)과 마찬가지로 신 
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검사업을 보였다 VHI-떼과 VHI-lO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고(r= .008, 
p< .01), vl표;"'10 총정 대 vl표-3) 총첨 비율이 O짧보다 높은 0웠을 보였으드로， 입장에서 
vl표，-10의 유용성을 재확인하였다 논의 및 경론· 한국어판 따f[-30 빛 VHI-10 번안본에서도 신뢰 
도 빛 타당도가 높아， 용성장얘를 평가하는 도구로셔 적절함올 보였다. 엄상에셔 시간 정제성 및 
효용성율 위해서는 VHI-lO을 대신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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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boscopy ) 동으로， 평가자의 주관척 및 객관객 기준에 의해 시행된다 위의 평가를온 후두 질환에 

대한 감별 및 옵성장애의 종충도를 파악하는 지표이지만， 명가자의 기준에서 시행한 것이므로 환자 

본인이 주관척으로 느끼는 음성 문제의 정도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음성을 

명가할 때는 개개인의 상황， 예컨대 직업， 사회활동 동에 따라 읍생 문제의 정도률 인식하는 수준이 

상당혀 다르다 평가자 기준에서는 갇은 정도의 음생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일상생활 

에서 음성 사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환자들은 특별히 불편함올 호소하지 않올 수 었다 그에 비해 

음생이 생계의 수단， 취미 활동， 혹은 전문 직총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환자틀은 자신의 음성 문째 

를 심각하게 여기고 불편을 호소한다- 또한 비슷한 갱도의 음성 환자에게 같은 과정의 치료 중재를 

째공하고도 환자에 따라셔는 절과에 대한 기대치나 만족도가 매우 다룰 수 있다. 따라셔 읍성장애는 

환자 스스로가 음성의 문제 유무를 자가 보고하는 것이 형가에는 일차객 기준이 되고 치료에는 최종 

적 기준이 된다하꼈다. 

최큰에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음생 문제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치료 계획에 반영하 

고， 치료의 호천도 및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셔 음생에 관련된 심리측정적 평가(voice 떼ated 

psychome1ric ev머uation)도구가 고안되어 임상뿐만 아니라 조사 연구에서도 그 사용이 현저히 증가 

하는 추셰이다. 심리측정혜 I영가도구는 설문 조사 형태의 형가도구로서， 대상자가 병원이나 기관올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장애의 청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청이 있으므로， 대중적 조사 연구에도 용이 

하다. 

음생장애에 판련원 심리륙정객 명가도구 중에셔 가장 대표척인 Voice Handicap Ind않(VHI， 

이하 vm)는 1997년에 Jaoobson et 외. (1997)에 의해 고안된 척도이다. 후두 혀출 환자를 포함하여 

음성장애의 종류에 관계없이 생인 음성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팡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융 통해 환자가 호소하는 음생 운쩨를 85개로 추렸고， 65명의 옴생장얘 환자에게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후， 각 문항에 대한 내객 일판성 신뢰도를 구하고， 최총척으로 신체척(P: phy.잉C머)， 

기능척 (F: functionaJ), 그리고 갱서척(E: emotional) 영역으로 나누어 각 하위 항목에 10개쩍 총 30개 

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신체척 항목은 후두의 불면캄과 발생의 문제를 환자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 지률 알아보는 것이고， 기능쩍 항목은 일상적인 의사소통 활동에셔 읍생장얘의 갱도률 알아 

보는 것이고， 정셔척 항목은 음생장얘로 인혜 겪게 되는 섬리척 반웅을 알아보는 것이다. 하위 영역 

올 위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 기준은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80)에셔 핸디쟁 

(따ndicap)을 손상(imp없ment)이나 무능력 (disability.)으로 인혜 사회척， 정제척， 환정척 측연으로 훌 

이익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한 것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내용을 구붐한 것이었다‘ 

vm는 음성장애 환o::<}률 대상으로 삶의 첼(C[U밍ity. of !ife)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으로 사용되거 

나，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전후 비교 연구 동에 사용되어왔다(Alves et 머， 2002; Fulljames 

&H하1Í.s， 2(X)6; Rosen 따 려.， 2000; Siup빼뼈ene， Adamonis & Too.버11， 2007; Spector et al. , 2001: 

Wingate et al., 2005)‘ 2002년도에 언어병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팽가도구들을 조사한 Ageocy. for 

Health Care Resear낭1 and Quality.에 의하면 음성장애와 관련된 심리측정적 평가도구 중에서 v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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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신뢰도와 타당도 기준에 부합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기에(Ro않1et 허 , 때4)， 이를 사용 

한 연구는 계속 충가하고 있다 따H외에도 옴생장애 껄품지로서는 V-RQOL (Voice-Relat떠 @페ity 

of Life) (Hogikyan & Seth따-aman， 1999), VoiSS (Voice Symptom Scale) (Deary et 히 , 2003) , GFI 

(Glotl외 Function Iodex) (B왜1et 외， 2005) 둥 평가의 생격 및 객용 대상에 따라 다양한 설문지 문항 

파 측청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현재까지는 VHI가 논문 인용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기에 연구 결과 보 

고가 상대적으로 많아 기존 연구들과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국의 언어로 타당도 

조사를 거천 번안본이 제작되어 국체적인 연구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는 중이다-( Guimaraes & 

Abberton, 2004; HakkE잉α엉gt et 외 , 2006; Hsiuug et 려 , 2003; Woisard, Bcdin & Puech, 2004). 

그러나 따표를 표준화된 평가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E를 초기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의 수가 쩍어서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고(Franic， 

Br때꾀앉t & Bothe, 2005), 세 가지의 하위 항목에 대한 요인훈석(factor analy잉s)을 갤행하지 않고 엠 

의로 설정한 것이어서 그 구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정(Rosen et 머， 때4; Wilson et al., 때4)， 30개의 

문항이 임상에셔 질제로 사용하기에는 문항수가 많아 시간적인 제약올 받는 등올 지적받기도 하였 

다(Bach et al., 2005; Ro앙'" et 외 , 2004) 

Ros없 et al. (2004)은 요인분석 상 VHI가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셔 연구자들은 신뢰도 빛 타당도를 유지하면셔 VHI 30개 문항(이하 VHI-30)올 하위 영역 

의 구분 없이 10개의 문함으로 줄언 VHI-lO올 제시하였다. 현재까지는 V돼 10올 이용한 연구 보고 

는 VHI-30에 비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영상에셔 시간용 단축할 수 었다는 사용 간편생이 큰 장검 

이 되므로， 앞으로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는 중국어(Lam et al., 때6)와 히브 

리어(Amir et 따 , 2006)에셔 VHI-I0에 대한 타당도를 알아본 것이 있었지만， 한국어에서 VHI-lO의 

타당도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한 한국어 번안본 음성장얘지수를 제시하고자하 

였다 신뢰도 연구에셔는 검사-재검사， 운항내객일관생 및 운함-총점 간의 상관성을 통한 운항변별 

도륭 알아보었다 타당도 연구로는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및 정상꾼에 대한 음성장얘꾼의 변별 

성 알아보았다‘ 또한 현재까지는 읍생장애 명가률 위한 표준화된 설문지가 없으므로 공인타당도의 

측정은 불가하였기에， 단일문항으로써 전반적인 음성 문제 정도흘 측정하는 쩔문을 제공하여 껄문지 

간총점비교를하였다 

둘째， VHI-30에 대해 웬본에셔 제시한 바와 갇이 세 가지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 

이 적껄한 지 알아보기 위해， 타당도 연구 방법의 하나인 요인붐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VHI-I0의 신뢰도 빛 타당도를 알아보고， 따ll-30에 비해 따표 10이 염상에셔의 사용 경 

제성 및 유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은 VHI-lO 명균 총갱 값 대 VHI-30 

명균 총정 값 비율로 얄아보았고， 0잃3보다 높을 경우에는 VHI-lO가 VHI-30에 비해 음생장애 정도 

를 감별하는 민감성이 상대객으로 높다는 션행연구에 기준하였다(Rosen et al., 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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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질험군인 음성장애 환자군과 대조군인 정상군은 모두 20셰 이상 남녀 성인으로서， 제공된 첼 

문지애 대한 한글 독해 및 수행이 가농한 자로 제한하였다 대상자는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를 동 

반하지 않았다 

가 음생장애 환자군 

옴생장얘 환자군은 옴생 문제를 주소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천문의의 진단올 받고 옴생언 

어치료사가 음생명가를 시행한 정우로셔， 후두암올 제외한 음생 장애 환자틀 중 껄문 전에 수술적인 

치료 또는 옴생치료 풍의 중재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셜문올 시행한 156명이 대상이 되었다 후 

두함의 경우에는 뱅변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발성 문제 동반 여부가 다양하고， 다른 음성 질환과 달 

리 치료 천보다는 치료 후에 융생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양상올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툴 제 

외하였다. 이를온 2rm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A， B， C， D， E， F의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치료실에 내원 

한 환자툴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환자군의 연령은 20세부터 80세까지로 분포되었고， 평균 45셰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 68명， 

여자 88명이었다(<표 -1> 참조) 진단명은 신경학쩍， 기능척， 구조적， 염충성 장애 둥 다양한 읍생 

질환으로 구생되었다(<표 2> 참조). 환자가 호소하는 유생변화의 유지 기칸은 1개월 미반이 9명， 

l개월 이상부터 6개월 미만이 61명， 6개월 이상부터 1년 미만이 18명， 1년 이상부터 3년 미만이 28명， 

3년 이상 10년 미만이 %명， 10년 이상이 13명이었다 환자의 직업 또한 다양하여， 교사， 목사， 가수， 

성악가 동 전문척 음성 사용자가 23명이었고， 직업객 음성 사용이 많은 판매직， 상엽 총사자 동은 17 

명이었고， 비교적 칙업적 음생 사용이 보풍 정도인 엘반 사무칙， 자영업 동은 32명， 주부 13명， 학생 

4명， 무칙 5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 환자군과 정상군의 연령 및 성별 분포 

환자군 갱상군 

연령(세) 

범위 
명균(I표준편차) 

성벌(명) 

남(%) 
여(%) 
총계 

20-80 
45.0(Il3.0) 

20-75 
45.4(Il5.5) 

68(43.6) 
88(56.4) 

156 

떼
 떼 
% 

웹
 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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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대조군 

정상군온 평소 음성 문제를 특별히 느끼지 않었고， 최근 3개월 내에 음성 문제로 인해 이비인 

후과에 내원한 척이 없는 자로， 전반적인 옵생 문쩨를 7점 척도로 알아보는 IPVI (Iowa Patient’s 

Voice Index) (Karn머let 려 • 2007) 중 l번 문항(<부록 -1>)에서 해당 값을 η’ 또는 ‘1’로 기록을 한 

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값이 ‘2’이상인 청우는 갱상군에서 제외하였다 창고로. IPVI 1번 문항 

에서 ‘2’이상으로 기록한 정우는 교사， 목사 등 전문적 또는 직업척 음생 사용이 많은 직엽언이 대부 

품이었다 

정상군의 연령은 20세부터 75세까지 분포되었고， 평균 45.4셰이었다. 성별은 남자 33명， 여자 

33명이었다(<표 -1> 창조) 직엽은교사， 목사，가수， 성악가동 전문객 음성 사용자가 7명이었고， 직 

업적 음성 사용이 많은 환매칙， 상업 종사자 동은 5명이었고， 비교적 칙업적 음성 사용이 보풍 정도 

인 일반 시우직， 자영업 동은 32명， 주부 13명， 학생 4명， 무직 5명으로 구성되었다 

〈표-2> 환자군의 음성장애별 분포 

구분 질환명 인원수(명) 

성대마비 16 
신경학척 장애 

정련생발생장얘 5 

성대폴립 45 

기능적 장애 
성대절철 22 

라인케써부총 7 

큰긴장생발생장얘 6 

성대구증 5 

성대근위축 2 

#If 유 If 총 4 
구조객 장얘 

생대녕총 7 

피열연골골첼 l 

후두격막 1 

만성후두염 17 

염증생 장얘 후두인두역류염 14 

접촉생궤양/육아종 4 

총계 156 

교 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21 

윤g선 김g흉l 손g믹 최흥식/힌택어판 음성장애지수(Voice Handicap Index. VHI)의 티lS'i' 및 VHI-10의 잉싱적 유용성 

2. 연구 방법 

가， 한국어판 VHI 제작 

기촌에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어 논문에 인용된 바 있는 2개의 번역본(박성신， 뼈4; 최두영 외， 

2002)과 한국어와 영어의 모국어 수준 이중언어 사용자 2명에게 감수를 받은 새 번역본 1개를 준비 

하였다 대학병원 수준의 음성언어치료사로서 5년 이상 음성장얘 평가 및 치료 경험이 있는 6명의 

전문인(명균 입상경력 7년)에게 내용타당도 명가를 의뢰하였다 각 기관별 참여자 수는 삼생셔울병 

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아주대학병원 각 1인씩， 그리고 영동세브란스병원 2인이었다 

내용타당도툴 명가함에 있어서， 각 명가자는 번역된 품장이 영어 훤품장 뜻에 충실하며， 임상 

에서 환자 연담시 혼히 사용하게 되는 문구로서 내용천탈이 비교척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지에 대해 

5점 척도(1 상당혀 부객철 - 5 상당히 적절)로 점수를 매겼다 또한， 표현에 수갱을 요하는 정우에 

는 괴혐자가 문장을 새로 착생해보도록 하였다 30개의 각 문항에 대해 세 가지 번역본 중 하나의 번 

역본에셔 3명 이상의 i영가자가 5점을 부여한 18개의 문항들을 일차로 채태하였고， 나머지 12깨의 문 

항틀은 평균값이 가장 높은 번역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문장을 번역한 것을 참조하여 엘부 

수정한 갱우(예. ‘얼굴을 맞대고’를 ‘얼굴을 마주보고’로 수정)에는 2명의 음성언어치료사와 1명의 이 

중언어 시용자의 재확인 절차를 거쳤다. 

내용타당도를 거친 VHI 번안본은 본 실혐의 실행 이전에 20명의 읍성장얘 환자에게 무작위로 

제공하여 시범적으로 질시해보였다. 절문에 용하는 과정에서 피검자들이 문항에 대한 특별한 첼문 

없이 혼자서 수행이 가능항을 확인하였다 

나. 설문지 구성 및 시행 

내용타당도를 거친 한국어판 VHI-때은 Jacobson et 머 (1997)이 제시한 원본 설문과 동일한 

순서로 문항을 나열하여 제공하였다(<부록 2> 참조)‘ 또한 설문지 간 총캠비교를 하기 위해 IPVI 

의 1번 문항을 따11-3Q 설문지의 전면 또는 후연에 동시 제공하였다 

제공된 갤문을 거부 또는 도중에 중단한 경우는 대상에셔 쩨외하였다 또한 표기가 누락된 문항은 

검사자가 그 자리에셔 확인을 하여 표기를 요구하거나 피험자에게 전화 통화로 해당 값을 얻었지만， 이미 

수거한 후 3힐 이상이 지나 누락 문항이 발견된 갤문은 시간에 따른 조건 변화가 변수가 될 수 있으묘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객으로 환자군 156명파 정상군 66명의 철문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다. 검사-재검사 시행 

환자군 156명 중 약 10%에 해당되는 18명에게 VHI-3Q에 대한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째 

검사는 1차 검사일로부터 1일 이상 1주 이내에 재진 방운 시 시행되었고， 그 간 증상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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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두 확인 후 진행하였다‘ 재검사가 1일 이상 정과 후 시행된 것온 피검자 간 기억력 차이릉 배제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1주 이내에 시행된 것은 기간의 차이에 따른 충상의 변화툴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VHI-I0 추출 및 시행 

이미 제공된 VHI-30에서 Rosen et al. (2(뼈)이 VHI-lO으로 션택하였던 10개 문항에 대한 반 

웅값을 추출하였다 따1I-30 중에셔 추출한 1M 문항과 따1I-1O으로만 구성된 설문 간의 일치도를 
얄아보기 위해 환자군의 약 10%에 혜당하는 15명에게 무작위로 VI묘-10 껄문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부록 -3> 창조). 피험자는 VIlI-30에 대한 재검이 시행되지 않은 자로서， VHI-30 검사일로부터 1 

일 이상 1주 이내에 재친 방문 시 VHI-lO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치도가 높을 정우， VIlI-30 

에서 추출한 따1I-1O으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 통계 분석 

SPSS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0, USA)로 통계 분석올 실시하였 

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문항 간 상판분석온 Pearson 상판 검정올 하였고， 문항변별도 및 셜문지 

간 총정비교는 Spearman 상판 겁갱율 하였다. 음성장애군과 정상대초군의 총캠 비교는 비청규분포 

를 보일 경우 Mann Whi1ney U 검정올 하였다. 유의수준은 모두 .01 이하로 기준하였다. 

m. 연구 컬과 

1. VHI-30의 신뢰도 및 타당도 

가. VHI-30의 컬과 분석 

환자군 156명에 대한 VIlI-30의 총첨의 분포는 2첨부터 115캠까지로 비교적 정규환포를 이루 

었고， 팽균은 49.61정이었다 갱상군 66명에 대한 따1I-30의 총첨의 품포는 O첨부터 34첨까지로， 0첨 

쪽으로 치우친 비정규분포률 이루었고， 평균은 5.18캠， 중위수는 2.5챔이었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 

캠수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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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뢰도 

(1) 검사-재검사 신뢰도 

Pearson 상관 분석 상 피험자 내 일치도가 매우 높었다(r = .971, p < .01) 

(잉 문항내척일관성 

환자군 156명을 대상으로 30문항 전체에 대한 Cronbach능 α 값이 0.969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운항변별도 

환자군용 대상으로 각 문항의 접수와 총점 간의 상관성용 Speannan 상판 분석으로 알아본 철 

과， 모든 운항들에셔 총첨과 상판생이 높게 나타양다(r=.548 - .846, p< .01)(<표 4> 창초). 일반척 

으로 분항변별도가 높을수록 검사지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Eb밍이 체시한 문항변별도 지수 

에 관한 해석에 따르면， 0때 이상인 정우에 변별력이 높은 운항， 0.30 이상-0.40 미만인 정우에 변별 

력이 있는 문항， 0.30 미만의 경우에는 변별력이 낮온 문항으로 간주된다고 한다{생태제， 뼈4) 

〈표-3> 환자군과 정상군의 VHI- 3:) 문항별 평균과 표춘편차 

문항 환지군(156명) 갱상군(ffi명) 

평균 표준떤차 평균 표준편차 

F1 1.65 1.308 0.30 O많4 

g 1.40 1.308 0.12 0.541 

F3 1.85 1.400 0.56 0.7f57 

P4 2.33 1.108 O싫 0.658 

F5 1.24 1.188 O 뼈 0.4ffi 

F6 1.79 1.362 0.18 0.461 

E7 1.67 1.411 0.11 0.310 

F8 1.10 l 정4 0.08 0.267 

E9 1.32 1.260 0.20 0.437 

PlO 2.37 1.171 0.14 0.425 

F11 1.51 1 잃7 0.05 0.210 

F12 1.17 1.217 0.21 0.481 

Pl3 2.79 1.1æ 0.24 0.556 

Pl4 2.21 1.309 0.21 0.512 

El5 1.49 1.2l5 0.00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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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계속) 

문항 환자군(1ffi명) 갱상군(ffi명) 

평균 표준흰차 평균 표준편차 

F16 1.fil 1.442 0.11 0.310 

Pl7 2.44 1.401 0.17 0.414 

Pl8 1.00 1.333 0.26 0.535 

Fl9 0.96 1.171 0.06 0.240 

pa) 1.81 1.376 0.08 0. '2S7 

P21 2.00 1.376 O쟁 0.609 

F22 1.00 1.3ffi 0.11 0.310 

E23 2.47 1.31앵 O 깅 0.373 

많4 1.79 1.ill1 0.12 0.412 

양5 1.77 1.41엉 0.06 0.240 

p26 1.77 1.3η 0.18 0.461 

E27 1.15 1.192 0.12 0.329 

E28 0.85 lαJ2 0.11 0.310 

E29 1.25 1.371 0.11 0.310 

E갱O O앓 1.161 0.08 O짧7 

총캠 49.61 28.400 5.18 6.832 

다타당도 

(1) 음성장애군과 정상군의 변별성 

Mann Whi1ney U검갱 철과， 환자군 1ffi명과 갱상군 ffi명을 대상으로 VHI-3Q 총점 분포를 비 

교한 절과， 정상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다(z=-lO.앉16， p< .001)(<그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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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환자군과 정상군 간의 아il-30 총접 비교 

〈표-4> VHI-30의 각 문항과 총접 간의 상관계수 

문항 
문항-총챔 

문항 
문행-총쟁 

문항 
문뺨총점 

장판계수 상판계수 상판계수 

Fl ，π'4' Fll .768' 1'21 얘9' 

P2 646' F12 7æ' F22 앉‘B' 
F3 781' P13 745' E23 719' 

P4 없8' P14 까19' E24 7!'[j' 

F5 764' E15 τlt)' E25 004‘ 
F5 683' F16 얘T p26 781' 

E7 846' P17 .610' E27 001' 

FB 73B' P18 .683'‘ E28 751' 

E9 781' F19 πr E29 752' 

PI0 731' P20 .819' E30 680' 

• p<.01 

(2) 설문지 간 총접비교 

환자꾼을 대상으로 vl표 30의 총정과 IPVI의 1번 문항 정수를 S야arman 상관으로 분석하여 타 

당도를 확인한 절과， 비교쩍 높은 상판생흘 보였다(r = .684, p < .01) 환지군 빛 정상군 모두를 대상으 

로 하여 VHI-30의 총청과 IPVI 1번 문항용 비교한 결과에셔는 매우 높은 상관생율 보였다'(r= 없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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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지수에 의한 절대적 평가 기준온 없으나， 성태제(:ro!)의 상관계수의 언어척 표현 기준 

에 의하면， 상관계수가 0.00-0.때이연 ‘타당도가 거의 없다’， 0.20-0째이연 ‘타당도가 낮다’， 0때-0.60 

이면 ‘타당도가 있다 o‘60-0.80이변 ‘타당도가 높다" 0.80 -1.00이변 ‘타당도가 매우 높다’로 껄명할 

수 었다 일반척으로 공인타당도에서 0.8 이상인 경우， 타당한 검사로 간주할 수 있다-

(3) 요인분석 

환자군올 대상으로 VIll-30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시행한 결과， 원본과 마찬가지로 

3개의 하위항목이 설정되었으나， 하위항목 문항 구생이 원본과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첫째 항목온 총 

13깨로， F가 7개(F5， F12, Fl, F3, Fll, F8, F6), E가 4개 (E15， E27, E9, E7), P가 2개(P2， P26)로 구생되어 

기능척 요소가 중점척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유값 16.151). 툴째 항목은 총 8개로， E가 5개 

(E29, E30, E24, E28, E25), F가 3깨(F19， F22, F16)로 구성되어 비교척 청셔적 요소률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유값 1.’/92). 셋째 항목은 총 9개로，P:가 8개 (P13， PlO, P4, P14, P18, P20, P2l , PI7), E가 1개 

(E경)로 구성되어 신체적 요소를 뚜렷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유값; 1.611) (<표 -5> 참조) 

2. VHI-10의 신뢰도 및 타당도 

가.신뢰도 

(1) VHI-æ에서 추출한 VHI-10와 VHI-1Q 간의 일치도 

Spe앙man 상관으로 분석한 철과， 매우 높은 힐치도를 보였다(r= .916, p< ‘01)‘ 따라서 이후 

의 VHI-lQ에 대한 분석은 VID-30에서 추출한 VID-lQ 문항 철과로 시행하였다(이하 VID-lQ과 동 

일하게 표기함). 

(2) 문항내적일관성 

VID-lO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916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흘 나타냈다. 

(3) 문항변별도 

VID-lO 문항의 각 정수와 총챔 간의 상판성올 Spe따man 상판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모든 문 

항들에셔 총정과 상관생이 높게 나타놔다(r= .571 - .819, p < .01)(<표 6>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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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g선 김g흉l 손g믹 최흥식/힌택어판 음성장애지수(Voice Handicap Index. VHI)의 티lS'i' 및 VHI-10의 잉싱적 유용성 

〈표-5> VHI-30의 요인분석 결과표 

구성 

문항 1 2 3 

F5 O없7 

F12 0.794 

F1 0.765 

F3 0.749 

E15 0.627 

Fll 0.619 

E27 0.603 

P2 0.590 

E9 0.586 

F8 0.583 

F6 0.575 

E7 0.513 

P26 0.483 

E29 0.815 

E30 0.802 

E24 0.695 

E28 0.644 

E25 0.620 

F19 0.617 

F22 0.602 

F16 0.490 

P13 0.782 

P10 0.708 

P4 0.672 

E23 0.660 

P14 0.655 

P18 O 않4 

P20 0.572 

P21 O 잃7 

P17 0.505 

Rotated component Ma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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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당도 

(1 ) 음성장애군과 정상군의 연얼성 

Mann Whitney U 컵정 경와， 정상군에 비얘 환자문에서 vm-10 총쟁이 유의하게 높앙다 

(z "-10.744, p < .001)(<그멈-2> 앙죠) 

」。

---,-

‘。

」。갱
 
I 
>

'" 
j 뿔'"" 
효느 4 

hoalthy oo ntr이 p.\i""t, 
D iagn osi s (p atiønts vs h øalthy contro l) 

〈그링 2> 환자군과 정상군 간의 아제 10 흩정 비교 

〈표 6> VHI-10의 각 운항 과 훌엄 간의 상광체수 

문엉 푼항-총갱앙용계수 문''11 문앙총갱상판계수 

F1 π7' P17 685' 
F3 꺼l!l' F19 τ"，' 

P10 774' F22 ‘ 571. 
P14 "'" E23 ‘ 781' 
F16 .815. E25 .819' 

'p< ‘m 

.).) Q 
ιι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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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문지 간 총점비교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VHI-10의 총첨파 IPVI의 1번 문항 정수를 Spearn퍼n 상판으로 분석 

하여 타당도률 확인한 결과， 비교척 높은 상관성올 보였다(r= ‘681 , p < .01). 환자군 및 정상군 모두 

를 대상으로 하여 VID-30의 총갱과 IPVI 1번 문항올 비교한 결과에셔는 매우 높은 상판성을 보였 
다(r= .8뼈， p< .01). 

(3) 요인분석 

요인분석 상 하위항목으로 구분되지 않는 단일항목임을 확인하였다. 

(4) 문항 간 상관분석 

환자군융 대상으로 VID-lO의 문항 칸 장관성율 보기 위해 Pearson 상판 분석율 시행하였다 

상판생이 높을수록 운항 간 내용에 유사생올 보이고， 상판생이 낮을수록 운항 간 내용에 독립생율 

보인다고 해석할 수 었다 만약 상관성이 매우 높온 경우에는 감온 내용의 질문으로 간주하여 툴 중 

한 품항은 삭제가 요구펼 수 있다 분석 철과， 모든 품항 간에 유의한 상관판계를 보였다(p< .01) 

(<표 -7> 참조) 상관계수가 0.8 이상인 정우는 F1/F3이었고， 0.7이상-0.8 미만인 정우는 F16/E25이 

해당되었다 

〈표-7> VHI- lO 문항 간 상관계수 

F23 

0.642' 

F22 

0.413' 
0.4엉* 

F19 

뼈
 爛뼈
 

P17 

때
 爛뼈
 뼈
 

F16 

뼈
 뼈
 뼈
 뼈
 때
 

P14 

0.51였. 

0.514' 
O.잉3' 

0.366' 
0.575' 
0.601' 

P10 

熾
뼈
 磁뼈
 뼈
 뼈
 爛

F3 

0.514' 
O.없3' 

0.5'‘4' 
0.497' 
O앉16' 

0.343' 
O.않7 

0.581' 

펀
뻐
 때 뼈
 뼈
 때
 뼈
 뼈
 뼈
 뼈
 

F3 

PlO 

P14 
F16 
P17 
F19 
F22 

E23 

E25 

, p<.01 

다. VHI-30파 VHI-lO의 상관성 

환자군을 대상으로 VHI-떼과 VID-lO 총챔에 대한 Speannan 상판 분석 절파， 상판 계수는 

O쨌로 두 검사지 간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p< .01)(<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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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정 비융로 본 VHI-10의 유용성 

Vffi-l0 명균 총점 대 Vffi-30 형균 총첨 비율온 환자 천체에 대해셔는 0.368이었고， 신경학쩍 

장애 0.349, 기능척 장애 0.380, 구조혀 장애 0.367, 염충성 장애 0.364로서， 모두 0.333에 비해 약간 높 

은 값용 보였다 청상대조군의 정우에는 0.353올 보였다 

"~ ，πor _ 0.929 

2 。
。/

“。。 ν 
。。 ν

。 0 / W 
/∞ 

。 。

μ。

。 。

。 ∞。
"", 0 。

。8，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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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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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VHI-30 흥점과 VHI- lO 흥접 간의 상관성 

•@ • g I a 
VHI30T 

‘。a 

N. 논의 및 컬론 

본 연구에서 쩨시한 한국어판 Vffi-30은 내용타당도를 거쳐 신뢰도 및 타당도 면에서 유의한 

측청도구임을 밝혔다 신뢰도 연구에셔는 피험자 내 얼치도가 r = .971 (p < .01)로셔 매우 높았고， 
Cronbach's a.는 0.900로서 문항내객일관성이 있음융 보였다 또한 문항 총갱 간 상관생은 r= 닮8-

846 (P< .01)용 보여 문항연별도가 높음용 알 수 있었다 타당도 연구에서는 음생장애군(명균 49.61첨) 

과 갱상대조군(명균 5.18검) 간 유의한 총검 치를 보여， 정상에 대해 읍생창얘훌 구별할 수 있는 설문 

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인타당도흘 간챔객으로 측정하기 위해 7첨 척도로써 천반척인 융생문제 

정도률 얄아보는 IPVI의 l번 문항과 비교하였용 때， 환자군에셔는 r = .664 (p < .01)률， 천체 대상군에 
셔는 r=.845 (p< ‘01)률 보여 비교쩍 높은 상완성을 보였다. Iacobson et 려‘ (1997)이 초기에 vffi률 

제작하였을 때는 피헝자 대 일치도가 r= .92, 문항 전쩨에 대한 Cronb따1능 α는 0.95이었고， 4첨 척도의 

음성 문제 전반에 대한 단일 분항 갤문과 비교쨌올 때 까E 총첨과 높온 상판생(r= .60)율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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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Ja∞bson et al. (1997)의 연구를 비교해보변 대부분 근사치의 결과를 보였거나 본 연구에서 

약간 더 높은 절과 값을 보여， 한국어 번안본에서도 융생장애를 측갱하는 셜품지로서 신뢰도 및 타당 

도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Jacobson et 머 (1997)은 따H률 요인 분석 없이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임의 구분하였다 세 가 

지 하위영역에 대한 유효성 컴중은 이후 여러 연구에서 시행되어 왔지만， 일관성 있는 절과를 보이 

지 않있다 R잉eoet 허 (2뼈)은 하위항목으로 나누어 폼석하는 것에 의의가 없음을 지적한 반면， 

Lam et al. (2006)은 세 가지 하위앵역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Jacobson et 머 (1997)이 제시한 하뀌영역의 문항들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었지만， 요인분석 상 비교 

적 유사한 내용 구성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확언하였다. 특히 신체적인 요언은 

원본과 비교해보었을 때 가장 유사한 내용 구성을 보였다 이는 신체척인 요인이 후두의 불면감이나 

음성 자체의 문제에 국한하기 때문에 비교적 일차적인 문제를 냐타내는 특정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연， 기능객 요인이나 청서객 요인은 쟁리객인 문제로 야기되는 이차척인 사회 심리척인 

면올 냐타나는 것으로 신체적인 요인에 비해 그 구별이 뚜렷하지 않있지만， 음성장애로 언한 삶의 

질을 다양한 판정에셔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따표-30을 고유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아칙 그 유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좀 더 안정된 요언분 

석을 위해 대상자 수를 늘여 이를 지지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셔는 원본의 셜문 운항 구성올 따랐다.Ro였1et 외. (었)4)의 연구률 포함하여 일부 션 

행 연구에셔는 원본의 구성과는 달리， 검사자의 사용 간편생올 위해 기능적인 륙연， 신체적인 륙면， 

정서혀인 측면올 각각 나누어 피검자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정우에는 비슷한 내용의 질 

푼이 107~ 운항씩 연속되는 구성에서 야기되는 결과 오류를 배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셔 

원본과 같은 조건에서 셜운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요구되 

었다 

Rosen 따 피 (2(뼈)은 임장에서의 사용간편성을 위해 세 가지 하위 영역의 구분 없이 Vlll-30의 

문항 중에서 107~의 문항을 선택해 Vlll-10을 째시하였는데 그 선정 기준은 환자릉 대상으혹 치료 

전후에 가장 편차률 많이 보인 문항， 읍성장애인과 갱상 대조군 간에 차이를 많이 보인 문항， 그리고 

전문가의 종합척 의견에 의한 추천 퉁이었다 전문가가 추천한 항목은 수입(income)에 대한 항목으 

로， 위의 두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있지만 청제활동에 대한 핸디캡올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필요하다 

는 의견을 반영한 철과였다. 연구자틀은 기존 Vlll-30 총점과 VI표-10의 총챔을 비교하여 두 캠사 간 

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으며(각 질환군별 r늘 90, p< .01), 모든 후두 질환에셔 VIfl-10 명균 총캠 값 

대 Vlll-30 평균 총챔 값의 비율이 O잃3보다 높아， 단순히 시간 경제적 측면에서뽕만 아니라， 음생장 

얘를 감별하는 효용성변에서도 따11-1O의 유용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없1et 려. (때찌이 제시한 따표 10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연차적으로 알아보 

았고， 그 결과 따-11-30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측갱도구염올 밝혔다 한국어 번안본 Vffi-10에셔 Cronbæll’S a 

는 0.916이었고， Vlll-3Q과 Vlll-lO간의 총점에 대한 상관 계수는 O.앉잃 (p< .01)로， Vlll-lO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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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언어권 번안본의 선행 연구 철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히브리어 번안본 Vlfl-10 (Amir et al., 

2000)에서는 전체 Cronbach’s α는 0.949였고， Vlfl-30과 Vlfl-10간의 총점에 대한 상관 계수는 0.970 

(p< .01)이었다 중국어 번안본 VIll-10 (냐m et al., 2000)에서는 천체 Cronbach능 Q는 0.95였고， 

따ll-30과 Vlfl-10간의 상관 계수는 0.970 (p< .01)이었다 또한 중국어 번안본에서는 읍생장얘에 대 

한 7캠 혀도의 자가 측정 컬과와 비교하였을 때 r= η6 (p< .01)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는데， 본 연구 

에서도 V대-10 총점과 IPV1 1번 문항 점수 간 비교에셔는 하였올 때， 환지군에서는 r= .681 ψ< .01) 

를， 천체 대상군에서는 r=.848 (p< .01)를 보여 마찬가지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한국어 번안본에서도 Vlfl-30에 비해 Vlfl-lO이 민감도가 더 높은 지를 확인하기 위해 Vlfl-10 

명균 총캠 대 따묘-30 평균 총캠 비융을 얄아보았는데， 환자 천체에 대해서는 O쨌이었고， 신경학적 장 

얘 0.349, 기능척 장얘 O뼈， 구조객 장얘 0.367, 염증성 장애 0.364로셔， 모두 0.333에 비해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Rosen et al. (때4)의 연구에셔 켈환별 최소 O짧부터 최대 0.474를 보이는 등 평 

균 0.4 이상올 보인 것에 비하면 약간 낮은 비율을 보였다 중국어 번안본(Lam et 려， 2000)에서는 신 

갱학적 음성장애에셔 0.362, 구조적 음성장애에셔 0.380, 염충성 음성장애에서 O앓9를 보여， 본 연구 

컬과와 유사하게 0.333보다는 높은 정수를 유지하였지만 명균 0.4보다 높지는 않았다'. Rosen et al. 

(때4)의 연구에서는 타 연구에 비해 비율이 매우 높은 변인데， 이는 영어권 환자를 대상으로 

Vlfl-30에서 Vlfl-lO올 추린 기준을 중국어권 포는 한국어권의 환자에게 적용할 때는 그 차이가 있 

올 수 있옴올 가정해볼 수 었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수입 (income)에 대한 문항은 문항변별 

도가 .571로 다른 9개의 Vlfl-lQ 문항틀에 비해 문항변별도가 띨어지는 편이었는데， 이는 피검자가 

정재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아닌 정우에 용답이 어려울 수 있고， 서구 사회에 비해 수입으로 지신의 

역량올 명가하는 사회갱서가 많지 않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생언에서 후두암올 제외한 전반혀얀 음생장얘를 대상으로 한국어 번안본 

의 Vlfl-30 및 Vlfl-10의 타당도 및 선뢰도를 알아보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셔는 대상환자수의 제한으로 생대절철이나 생대마비 동 단일 진단명에 대한 분석 결과툴 살펴 

보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션행연구를(마피r et al., 2000; Rosen et al., 2004)에서도 단일 진단명으로 분 

류하는 대신 대표되는 읍생장얘군 즉， 신청학객， 구조척， 염충성 장얘 둥으로 임의 분류하여 집단별 

비교를 하였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툴 분류를 참조하여 나누었고， 기능적 장얘는 Boone, McFarlane 

& Von Berg (2005)의 분류를 기준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는 각 연구자마다 구분 기준이 달라， 철과률 

총합하여 분석할 때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셔는 참여자의 연령 또는 특정 직업에 따 

른 차이캠을 알아보는 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제한첨을 고려한 컬과 제시가 펼요할 것 

으로생각된다 

Rosen et al. (때4)의 주장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Vlfl-30에 대한 세 가지 하위항목 구붐이 

가능하였기에 Vlfl-lQ의 우위생을 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겠지만， Vlfl-lO이 Vlfl-30에 비해 타언 

어권에서도 일판객으로 민감도가 높았다는 결파는 염상척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결론을 요약하 

면，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로 번안하여 제시한 따표-30 및 따표-10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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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으므로， 음성장얘의 삶의 철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 가능함을 보였다 VIfl-30온 세 가지의 

하위항목으로 분석이 가능하였기에， 신체적， 기능척， 정서척 앵역별 비교가 요구되는 대상에 대해셔 

는 여전히 유효한 캠사볍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역별 비교에 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염상에서 

사용에 간편성 및 효용생을 위해서는 한국어권에서도 따ll-3Q 대신 VIfl-lO을 사용하는 것에 유용생 

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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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PVI 중 1 번 문항 

다용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느꺼는 충상이 어느 갱도인지 숫자에 동그라미(또는 V표)로 표시 

하십시오. 

내목소리에 

문제가 없다 O l 2 3 4 5 6 문제가심각하다 

〈부록 -2> VHI-30 

다음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중상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에 동그라미(또는 V표)로 표시 

하십시오. 

0=전혀 그렇지 않다 1=거의 그렇지 않다 2=가끔 그렇다 3=자주 그렇다 4=항상 그렇다 

Fl 목소리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기 힘들어한다 o 1 2 3 4 

p2 말를 할 때 숨이 차다 o 1 2 3 4 

F3 시끄러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o 1 2 3 4 

P4 하루 중에도 목소리가 자주 번한다 o 1 2 3 4 

F5 집안 어디서돈 내가 부르는 말소리를 가족툴이 잘 듣지 못 한다 o 1 2 3 4 

F6 목소리 때운에 전화통화를 가급적 줄인다 o 1 2 3 4 

E7 옥소리 때문에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낀장을 한다 o 1 2 3 4 

F8 내 목소리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를 피하게된다 o 1 2 3 4 

E9 내 옥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짜증이 날 것이다 o 1 2 3 4 

PlO 사람들이 나에게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붙는다 o 1 2 3 4 

Fll 내 목소리 때운에 친구， 친척 혹은 이웃들과 대화를 덜 하게된다 o 1 2 3 4 

F12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때도 상대밤이 다시 말해 달라고 한다 o 1 2 3 4 

P13 목소리가 갈라지고 탁하다 o 1 2 3 4 

P14 옥소리를 내려면 힘을 주어야 나오는 것 같다 o 1 2 3 4 

E15 다른 사람틀은 내 음성 운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 한다 o 1 2 3 4 

F16 음성문제로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다 o 1 2 3 4 

P17 목소리가 언제용 맑게 잘 나올지 알 수가 없다(여|흑이 어렵다) o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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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8 목소리를 잘 나오케 하려고 음성을 달리 내보기도 한다 o 1 2 3 4 

F19 내 목소리 때문에 대화에 끼지 옷하여 소외갑을 느낀다 o 1 2 3 4 

P20 말할 때는 애틀 많이 쓰게 된다 o 1 2 3 4 

P21 저녁이 되면 목소리가 더 잠낀다 o 1 2 3 4 

F22 음성 운져|로 인해 소득(수입)에 감소카 생긴다 o 1 2 3 4 

E23 내 목소리 문제로 속이 상한다 o 1 2 3 4 

E24 내 목소리 운제로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 o 1 2 3 4 

E25 음성 문제가 장애로(핸디캡으로) 여겨진다 o 1 2 3 4 

p26 말하다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이을 수 없을 때도 있다 o 1 2 3 4 

E27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말해 달라고 할 때 기분이 언않다 o 1 2 3 4 

드28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말해 달라고 할 때 창피함을 느낀다 o 1 2 3 4 

드29 옥소리 때문에 무능력하게 느껴져 자신감이 떨어진다 o 1 2 3 4 

E30 목소리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 o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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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VHI- lO 

다용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느꺼는 충상이 어느 갱도인지 숫자에 동그라미(또는 V표)로 표시 

하십시오. 

0=전혀 그렇지 않다 1=거의 그렇지 않다 2=가끔 그렇다 3=자주 그렇다 4=항상 그렇다 

F1 목소리 때운에 상대방이 내 말올 알아듣기 힘들어한다 o 1 2 3 4 

F3 시끄러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o 1 2 3 4 

PlO 사람들이 나어|께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묻는다 o 1 2 3 4 

P14 목소리를 내려면 힘을 주어야 나오는 것 같다 o 1 2 3 4 

F16 음성운제로 깨인 생활과 사회생활어| 제한을 밭는다 o 1 2 3 4 

P17 목소리가 언저|쯤 맑게 잘 나올지 알 수가 없다(예측이 어렵다) o 1 2 3 4 

F19 내 목소리 때운에 대화에 끼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낀다 o 1 2 3 4 

F22 음성 문제쿨 인해 소득(수입)이| 감소가 생낀다 o 1 2 3 4 

E껑 내 목소리 문제로 속이 상한다 o 1 2 3 4 

E25 음성 문제가 장애로(핸디캡으로) 여껴진다 o 1 2 3 4 

교 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39 

Yun ef “ l. Validalion ω'~fhe Korιan Voice IJ，“ndiι'ap lndex (K-HJl) and 117ε Cliniι씨 [Ise끼lnεss o(κ0"ιan HJι10 

ABSTRACT 

Validation of the Korean Voice Handicap Index (K-VIll) 
and the Clinical U sefulness of Korean VID-l 01) 

Young-Sun Yun",b" , HyangHee Kim"" ’ Young-Ik Son
d

’ 
Hong Sik Choi' 

\-;1 “cj，ιlι Frogram in ‘~pεεch αnJ!ιmgllage Fal!lO!ogy, Yonsei l/nivιrsilν Seou!, Korea 
C/)ε'parlmenl (μ Olorhinolaryngo!ogy, Voiα &Spειch C'linic [n Hι“d & /v'eck ( ’ιI1ler， 

SαmSllng.1. 1ιdic“1 C'enlι1'， S，εr씨( κorea 

‘/ιyαrlmεnl Llnd /?εsεarch !nsJilule oj /?ehahililafiα1 .1. 1ιdicinε， 

Yonsei UnivεrsiJy ( ’ 011，ιge oj，l4eJicinι， 8ε01l!， κorea 

UDepartl’lent ojOtorhino/'αηngologv-Hα7d & Néck Surgeη， 
SungÅ-:Jnmkwan [fniversi(v School oj,\Iedicine, Seol1/, Korea 

eDepartment ojOtorhino/ar,vngologv, the lnstitute ojLogopedics and Phoniatrics, 

Yonsei Universiμ College ofAIedicine , Seoul,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c pUIpüsc üf Lhis stud、 、、 as Lü 、 alidatc thc Kürιm V üicc Handicap 
lndex (Vlll) and VIll-10, and to evaluate the clinical usefulness of VIll-lO. MetllOds: One lnmdred 
lïft v -six Kürιm adu1t paticnts , all üf \\'hüm had symptüms üf d、 sphünia 、、 iLhüut laryngcal canccr, 
as well as 66 nonnal Korean adu1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 ITvey was conducted using Vlll 
(30 iLcms) and IPVI ‘ s first itcm. Results: Vhth rcgard Lü thc rcliability üf VHI-30 , Pcarsün 
correlation~ in test-rete~t~ were 、 e1γ high (r = .971 , P < .01). Cronbach 、 s u for internal 
consistency was .969. The control group received significant1y 1。、νer scores than did the 
patient grollp. W ith regard to concurrent validiη ， the Spearman correlation between the 
V1 1l-30 and lPVl ’ s \vas high (r - .664, p < .(1). W"ith regard to the construct validity , 30 
VHT items were divided into three components via factor analysis. For VHT-l 0 , statistical 
analvscs rc 、 calcd high rcliability and \ alid iLv 、 alucs. Thc cürrclatiüns üf Lütal scürcs 
between VHT-:W and VHT-l 0 、、 as high (1' = .968 , P < .01). The mean ratio of total scores 
bclwccn VHI-IO and VHI-30 、、 as 0.368. VHI-I0 had a singlc cümpüncnL accürding Lü thc 
resll1ts of fac10r analy~i~. Discw‘치'on & Conclu. .. ion: The validitv and reliabilitv of VHT-30 and 
VHI- lO qucstiünnaircs arc maintaincd c、 cn aftcr translatiün intü Korcan. Thc VHI-I0 itcms an; 
more sensitive than the VHT-30 itemκ consistent with the resll1ts of previolls studies. (K orean 
Jourmd ofC01n’nunication Disortlers 2008; 13;216-241) 

Kev Word‘ voicc disordcrs_ vl묘 (Voicc Handicap Indcxι v1표lι quality of lifc, validation 

1) SOllle ofthe data ofthis paper \vas excerpted hom the do띠oral disseltat10n ofthe tirst author, Yun (2007) 

Rcccivcd April 20‘ 200X‘ fínal rcviRion rcccivcd M아 20, 200X: acccptcd Junc (" 200X 
S CorrcRpondcncc to YOllng-S lIn Yun, Ph])‘ I)cpaπmcnt of Otorhinolaπngology‘ Samsung Mcdical Ccntcr, 
Il、、이.1-dong ， Kangnιllll-gll ， Seolll, Korea, e-mail 、 oicevlln{ålhanmai l.neL Le1.: + 82 2 3410 2355 

ε) 2008 The KoreιmAωdellly o[ Speech-Langllage Pathology and Alldiolog、
http 、“N\v.kasa1986 .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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