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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강은 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가장 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 , 문화  

변화속에서 만성 질환에 한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 질환의 표 인 것으로 신

장 질환을 꼽을 수 있는데 신장 기능이 약화되면 합병으로 인한 신체의 이상 징후를 하게 된다. 그
러므로 신장 기능이 약화된 환자들은 투석 치료에 의해 인 으로 신장 기능을 신하는 방법을 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투석 치료에 따른 신장 기능의 변화를 추출하기 해 투석 치료 

과 후의 음성을 분석하여 신장 기능과 음성과의 계를 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 서론

   오늘날 노령 인구의 사회  재진입이 이슈가 되면서 

건강의 유지  리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2명  1명이 만성신

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 병원 노

인보건연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48.4%에 해당하는 노

령 인구에서 3기 이상의 만성신장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기 이상 만성신장질환 유병률은 연령

이 증가할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가 나왔다[1]. 이와 같은 3기 만성신장질환은 신장 기능이 

50% 이상 상실된 경우를 말하며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

생하면 신장염, 신부 증, 몸이 붓는 증세, 비만, 만성피로, 

요산과다  요실  등의 질환이 발병한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간 기능도 연쇄 으로 나빠지며 피 속의 노폐물

을 걸러내지 못하고 해독작용도 못하여 100여 가지의 질

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는 약물요법과 식이요

법 등의 극 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능이 괴된 

신장을 복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2]. 

   따라서 신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정상 신

장이 하는 일 의 일부 기능을 신해 주는 치료 방법인 

투석을 이용한다. 투석 치료는 말기 신부 증으로 95% 이

상의 기능이 손실되었을 때 받는 치료 방법으로 성 신

부 증의 경우에는 신장기능이 회복될 때 까지 투석 치료

를 필요로 하지만 만성 신부 증의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

이 회복될 수 없으므로 남은 여생동안 투석 치료를 지속

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투석 치료는 몸 안의 노폐물

과 잉여분의 수분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장 질환자들이 투석 치료를 받기 과 후의 

상태를 알아보기 해 투석 치료 의 음성과 투석 치료 

후 2～3시간정도 경과되어 안정을 찾은 후의 음성을 분석

하여 신장 기능에 따른 음성 변화를 추출하고자 한다.

2. 의학  의미의 신장

2.1 신장의 의의

   신장은 구리의 뒤쪽 뱃속에 있는 한 으로 된 인체 

기 이다. 오른쪽 신장은 간 에 있고 왼쪽 신장은 지라 

에 치하고 있다. 간이나 지라와 달리 비록 뱃속이지만 

복막 속이 아닌 복막 뒤에 있기 때문에 이자와 십이지장, 

그리고 상․하행 결장과 더불어 후 복막 기 에 속한다.

   이와 같은 신장은 몸 속의 체액 양과 이온 농도를 

하게 조 하며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

다. 한 독성 물질이나 약물, 그리고 사산물의 독을 없

앤 뒤 방출하며 여러 호르몬의 작용으로 세포 밖에 있는 

수분의 양과 압을 조 하고 구를 만드는데 여하

며 간과 더불어 를 만드는 내분비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장은 좌, 우에 하나씩 두 개가 있

으며 등쪽 갈비 의 가장  부분에 싸여서 척추의 양 

으로 치하고 있다. 각 신장은 약 100만개의 신원이라는 

기본구조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신원은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모세  덩어리와 신세뇨 으로 구성이 되어 여

과와 흡수의 기능을 하게 된다. 액이 흘러 사구체로 들

어가게 되면 여과가 되고 이 여과된 수액은 세뇨 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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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흐르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 화학물질들과 수분이 체내

의 필요에 의해 첨가되거나 제거된 후 소변으로 배설 되

는 것으로 이 게 하여 신장은 24시간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에 약 200리터의 수분을 거르고 재흡수하고 하는 일

을 하며 이  평균 약 2리터를 소변으로 배설하며 배설된 

소변은 방 에 약 1～8시간가량 머무른 뒤 최종 으로 버

려지게 된다[3][4].

2.2 신장의 구조

(1) 신장의 외부구조

   신장은 1상의 암 색의 강낭콩모양의 실질성 기 으로 

무게는 약 130g정도이나(길이 10cm, 폭은 5cm, 두께 

4cm), 왼신장이 오른신장보다 약간 무겁다. 신장은 척주의 

좌우측에 있는 후복벽의 윗부분에 치하며, 제12흉추골에

서 제3요추골의 높이까지 걸쳐있다. 오른신장은 복강내에

서 간의 면에 려 있기 때문에, 보통 왼신장보다 조  

낮은 부 에 치하고 있다. 양쪽 신장의 쪽 끝에는 내

분비기 인 부신이 치하고 있고, 부신은 신장과 함께 지

방피막에 의해 함께 싸여져 있으며, 한 주 조직과 느슨

하게 결합하고 있다[4]. 

   신장의 외측모서리는 볼록하나, 내측모서리는 오목하며 

한 그 앙에는 , 신경  요 이 출입하는 부 인 

신장문이 치하고 있다. 

(2) 신장의 내부구조

   신장문속의 빈 공간을 신장동이라 하며, 신장문에 연결

된 요 은 신장동속에서 부채꼴로 퍼져 신장깔때기가 된

다. 신장깔 기의 끝은 10여 개의 술잔모양으로 갈라져 크

고 작은 신장술잔을 형성한다. 신장의 실질은 표면에 가까

운 신장피질과, 요 에 가까운 속층인 신장수질로 구성되

어 있다. 신장피질은 수많은 작은 붉은 인 과립모양으로 

찰되며, 신장수질은 무늬모양을 하고 있으나 신장피질

에 비하여 색깔이 엷다. 신장피질과 신장수질의 경계는 하

나의 뚜렷한 선은 아니고, 계속되는 U자형의 형태로 경계

되어 있다. 신장피질의 일부분은 신장수질의 사이사이에서 

신장동의 표면까지 돌출하여 신장 기둥을 만들고, 신장수

질은 신장 기둥에 의해 갈라져 피라  모양의 신장 피라

을 형성한다. 신장 피라 의 끝은 신장유두로서 신장동

속으로 돌출되어 있다[4]. 

(그림 1) 신장의 구조도

2.3 투석치료

   액 투석이란 투석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요독성 액

을 투석한 후 환자에게 넣어주는 방법이다. 액이 투석기

의 반투과성 막 안을 통과하는 동안 투석액은 투석기의 

반투과성 막 바깥 부분을 통과하게 되어 액과 투석액 

사이의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물질이 이동 되므로 

의 질소성 노폐물과 과다한 해질  과다한 체액이 

제거된다.

(1) 액투석의 원리

   투석기는 환자 액이 지나가는 부분과 투석액이 지나

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얇은 막(반투막)이 이 

사이에 있으며 이 막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노폐물과 과

다한 수분이 액으로부터 투석액으로 빠져나가고 액세

포와 단백질과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은 크기 때

문에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로 남게 된다. 한 신

체에서 부족한 성분(칼슘, 당분 등)들은 투석액에 넣어주

면 투석액으로부터 액으로 보충된다. 즉, 반투막을 경계

로 한쪽에는 노폐물이 축 된 환자의 액과 다른 한편에

는 정상인의 세포외액과 조성이 비슷한 투석액을 서로 반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여 액 내에 축 된 요소와 다

른 노폐물을 포함한 용질을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

해 제거하고 정수압의 차이를 만들어 장을 한외 여과시

켜 장내의 과다한 수분을 제거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

다. 

(2) 액투석이 필요한 경우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한가 하는데 한 명확한 

기 은 없으나, 일반 으로 신장기능이 정상의 5% 이하가 

될 때로 크 아티닌 청소율이 4～8ml/min 이거나  크

아티닌치가 10mg/dl 이상이 되면 투석을 생각하게 된

다. 그러나 이보다는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자각증상)이 

요하며, 를 들면 심하게 메스껍거나 토하는 경우, 손

발이 릿 릿하는 경우, 요독에 의한 출 증상이 생기는 

경우 등에는 비록 신장기능이 많이 있어도 투석을 시작할 

수도 있다. 

3. 연구 과정  방법

   본 논문에서는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투석 치료가 음성학

으로 연 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한 목 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연구에 필요한 임상 자료는 충북 옥천에 소재

한 S 내과의 도움을 받았으며 발음이 비교  정확한 환자

를 상으로 피실험자를 선정하 다. 한 투석 치료를 받

기 에 음성을 녹취하고 4시간 동안 진행되는 투석 치료

의 어려움으로 인해 투석 치료가 끝난 후 2～3시간 정도

가 경과되어 안정성을 회복한 후의 음성을 녹취하여 각각

의 동일인에 한 음성을 비교, 분석하 다. 

   신장 질환자의 투석 치료가 음성에 미치는 향을 추

출하기 한 연구의 과정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체 

시스템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투석 치료 ․후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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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값의 비교를 해 동일인의 음성을 녹취하 으며 발

음의 정확성을 해 문장의 낭독 보다는 “아” 음성의 3

가량 지속  발성을 녹취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수집된 

음성 자료는 음성학  특징 요소  피치에 한 세부 항

목을 통해 분석하 으며 음성의 간 부분 1 를 잘라 동

일하게 분석하 다. 

(그림 2) 연구 진행 과정 

   이와 같은 연구의 과정은 한의학  음령오행 이론에 

의한 것으로 신장의 허실(虛實)에 따른 음성의 차이를 실

험으로 입증하기 해 선정한 것이다. 한의학  이론에 의

하면 신장 기능이 좋은 사람은 음성이 비교  낮으며 귓

속말을 자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을 음

성학 으로 연 성을 두어 성 의 떨림으로 음성의 높낮

이를 단할 수 있는 피치 분석 요소로 실험을 수행한다

면 신장 투석 치료에 따른 음성의 변화를 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본 논문

에서는 피실험자 집단군을 아래 <표 1>과 같이 구성하

으며 투석 치료에 따른 음성의 비교를 해 동일 피실험

자에 해 한 시간 간격을 설정하여 피실험자의 음성

을 녹취하 다. 

구

분

성

별

나

이

투석  음성 

녹취 시간

투석 후 음성 

녹취 시간

A 여 58 07시 14분 15시 38분

B 여 63 06시 48분 14시 41분

C 남 49 07시 27분 12시 52분

D 여 57 08시 12분 15시 17분

<표 1> 피실험자 집단군 자료

4.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는 피치 분석 실험에 한 평균 결과값의 

추출을 해 음성 분석 로그램인 라트(Praat)를 사용

하 으며 음성 녹음 장비는 SONY사의 ICD-SX67을 사용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아” 음성에 해서는 사 에 충분

한 테스트를 거쳐 평소의 발음으로 약 3 간 지속 으로 

발성하게 하 으며 연구에서는 간 부분의 1 를 분석하

다.  

   아래 (그림 3)에서 (그림 6)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피실험자들이 투석 치료를 받기 의 음성과 투석 치료를 

받은 후 2～3시간 정도가 지나고 안정을 찾은 후의 음성

을 분석하여 피치 분석 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피치 분석 형으로는 투석 치료 

․후의 음성 변화를 알 수 없었다.

Time (s)
0 2.71437

0

500

Time (s)
0 2.14138

0

500

(그림 3) 신장 질환자 A의 투석 /후의 피치 분석도 

Time (s)
0 2.759

0

500

Time (s)
0 2.13687

0

500

(그림 4) 신장 질환자 B의 투석 /후의 피치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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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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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Time (s)
0 3.9205

0

500

(그림 5) 신장 질환자 C의 투석 /후의 피치 분석도

Time (s)
0 2.60763

0

500

Tim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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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장 질환자 D의 투석 /후의 피치 분석도

   그러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피실험자의 투석 ․

후의 음성에 한 피치 분석 결과 형에서 간 부분 1

 동안을 잘라 분석된 피치의 평균값을 추출한 결과 아

래 <표 2>와 같은 차이 을 보 다. 피실험자 4명에 한 

모든 음성에서 같은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투석 치료 

에는 신장 기능이 약화된 상태이며 투석 치료 후에는 

신장 기능이 완화된 상태이므로 투석 치료 후의 음성이 

투석 치료 의 음성보다 피치 분석 결과의 평균값이 다

소 낮게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의 결과는 한의학  이론을 뒷받침해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신장 질환의 경우에 해당되진 않

았다. 이러한 이유는 신장 질환이 크게 만성과 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의 경우는 투석 치료로 인해 신장 

기능이 격하게 회복될 수 있으나 만성의 경우는 투석 

치료가 단순히 몸 안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용되

기 때문에 음성 변화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보다 많은 피실험자를 선정하여 실험을 지

속 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해 향후에는 신

장 문 병원과의 IRB 신청을 통해 임상자료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피실험자 집단군을 선정할 때 

반드시 성신장질환과 만성신장질환에 한 문의의 분

류가 우선되어야 하며 만성신장질환에 해서도 병의 정

도에 따라 음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

도 해야 할 것이다.

피실

험자

투석  피치 

평균값(Hz)

투석 후 피치 

평균값(Hz)

A 210.17 202.84

B 233.24 231.43

C 186.62 184.71

D 198.28 198.73

<표 2> 피실험자 투석 /후의 피치 평균값

5. 결론

   신장질환은 노령 인구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고령

화시 로 어들고 있는 사회  변화속에서 많은 심이 

증 되고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

으로 신장 기능이 좋은 사람은 음성이 낮으며 귓속말을 

자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신장의 허실(虛實)에 따라 

음성의 차이가 있다는 가정하에 신장 기능이 약화된 투석 

의 상황과 인 으로 신장 기능을 시켜 노폐물이 제거

된 투석 후의 상황을 실험 상으로 선정하여 음성 분석

의 차이 을 추출하 다.

   이를 해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피실험자를 상으

로 투석 치료 의 음성과 투석 치료 후의 음성을 수집하

여 음성학  피치 분석 요소에 의한 평균 결과값을 비교, 

분석하 다. 피실험자 원에게서 동일한 결과를 추출할 

수는 없었지만 신장 기능이 회복된 투석 치료 후의 음성

이 신장 기능이 약화된 투석 치료 의 음성보다 피치 분

석 평균값이 다소 낮게 형성되었다. 물론 투석 치료 후의 

음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 해서는 신 하게 검토할 필요

가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임상 자료를 수집  신장과 

련된 다른 음성분석 요소의 부가  실험을 추가하여 복

합  음성분석 요소에 한 실험 결과를 입증해야 할 것

이며 한 피실험자의 질환에 따른 세부 분류가 선행되어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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