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핵심문제 풀이집 오류문의>
213페이지
예제문제:

모음의 공명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① 공명주파수는 성도가 짧을수록 낮다.
② 제 2 공명주파수는 혀의 높낮이와 관련이 있다.
③ 제 1 공명주파수는 개구도와 관련이 있다.
④ 단모음은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공명주파수를 가진다.
⑤ 구강의 크기가 가장 큰 모음은 /ㅜ/ 이다.
풀이
① 공명주파수를 구하는 공식(Fn=(2n-1)c/4L)에 따르면 성도가 짧을수록 공명주파수는 높
아진다. 제 2공명주파수는 혀의 높낮이 전후와 관련이 있다.
->문의사항 1 : 풀이 1에 나와있는 제 2공명주파수가 아닌 제 1 공명주파수가 맞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 제 1 공명주파수는 혀의 고저, 제 2 공명주파수는 혀의 전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221페이지
문제 12번: 기능적 음성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1번)
보기
ㄱ. 뇌손상

ㄴ. 후두적출

ㄷ. 부적절한 음도로 말하기

ㄹ. 목청 가다듬기

ㅁ. 호르몬 변화

ㅂ. 헛기침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문의사항- 정답이 1번으로 되있는데 3번이 맞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셨습니다.
=> 답은 3번입니다.

225페이지
문제 14번: 호기예비용적(ERV)과 잔기용적(RV)을 합한 폐 안에 남아 있는 공기의 양을 일
컫는 것은? (정답:3번)
① 1회 호흡용적(TV)
② 흡기예비용적(IRV)
③ 호기예비용적(ERV)
④ 총폐활량(TLC)
⑤ 기능적 잔기용량(FRV)
문의사항- 정답이 3번으로 되있는데 5번이 맞는 것 아닌지? 문의하셨습니다.
=> 답은 5번입니다.
----------------------------------------------------------------244페이지
예제문제: 비디오스트로보스코프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답:3번)
① 과비음의 정도
② 공명주파수(formant frequency)
③ 기질적인 성대 병변의 유무
④ 성대접촉률(contact quotient)
⑤ 평균호기류율(MFR)
문의사항- 정답이 3번으로 되있는데 4번이 맞는 것 아닌지? 문의하셨습니다.
=> 답은 3번입니다. 전기성문파형검사(EGG)로 확인 가능한 것이 성대접촉률입니다.
-------------------------------------------------------------------245페이지
문제 25번: 음성의 주관적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정답: 4번)
① Closed quotient
② Voice Handicap Index
③ Jitter

④ Subglottal pressure
⑤ NHR
문의사항- 정답이 4번으로 되있는데 2번이 맞는 것 아닌지? 문의하셨습니다.
=> 답은 2번입니다.
-------------------------------------------------------------------282페이지
예제문제: 아동의 보상조음 소거 훈련 시 유도 순서가 맞는 것은?
가. 모음을 천천히 부드럽게 산출한다.
나. 성문마찰음을 천천히 길게 산출한다.
다. 파열음의 개방국면을 천천히 부드럽게 낸다.

정답: 나-가-다

실전모의고사 수정판 265페이지 신경언어장애 G세트 80번
문제 80번: 구개열 아동의 보상조음 소거 훈련시 유도 순서가 맞는 것은?

가. 모음을 천천히 부드럽게 산출한다.
나. 성문마찰음을 천천히 길게 산출한다.
다. 파열음의 개방국면을 천천히 부드럽게 낸다.

정답: 다-나-가

문의사항- 위에 282페이지 예제문제와 실전모의고사 문제가 똑같은데
답이 틀리게 표시가 되있스셔서 문의가 오셨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 다(파열음의 개방국면을 천천히 부드럽게 낸다)-나(성문마찰음을 천천히 길게 산출한
다.)-가(모음을 천천히 부드럽게 산출한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