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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re are multidisciplinary and collaborative approaches for management of
benign vocal fold lesions. Laryngeal microsurgery is one of the management procedures
for treatment of dysphonia with medication and voice therapy. Laryngeal microsurgery, in
particular, has been implemented when there is no vocal improvement after medication
or voice therapy. However, voice problems often persist following surger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oice therapy in the treatment of postoperative functional dysphonia. Methods: Indirect and direct voice therapy consisting of laryngeal massage and semi-occluded vocal tract exercises (SOVTE) were performed on 14 female patients with dysphonia. Auditory-perceptual, acoustic analysis and the Korean version of
Voice Handicap Index-10 (K-VHI-10)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voice therapy. Results: In acoustic analysis, standard deviation of F0 (STD), Jitter, pitch perturbation quotient
(PPQ), fundamental frequency variation (vF0), Shimmer, amplitude perturbation quotient
(APQ), peak to peak amplitude variation (vAm), noise-to-harmonic ratio (NHR), degree of
sub-harmonic (DSH) were significantly lower after voice therapy.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grade’, ‘breathiness’, and ‘strain’ in GRBAS were revealed following voice therapy. In addition, K-VHI-10 was also significantly reduced after voice therapy. Conclusion: SOVTE and
laryngeal massage were effective for patients with persists dysphonia by modifying or
eliminating inappropriate vocal patterns that lead to voice dysfunction. Therefore, voice
therapy following laryngeal surgery can be useful to recover vocal fold functions that cannot be solved by voice rest or vocal hygiene alone.
Keywords: Laryngeal microsurgery, Dysphonia, Voice therapy, Wound healing

양성성대질환의 치료법은 음성치료와 외과적인 방법으로서 성

환이 있는 환자는 음성장애를 호소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는 무

대의 병변을 제거하는 후두미세수술이 있다. 또한, 경구강(tran-

엇보다 음성의 호전을 우선시하며 이를 위해 수술 전과 후 환자의

soral) 또는 경피적(transcutaneous) 접근을 통해 스테로이드나 보

음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이 실시된다(Petrovic-Lazic, Jova-

톡스 같은 물질을 성대 내에 주입하는 성대 내 주입술과 보조적인

novic, Kulic, Babac, & Jurisic, 2011; Toran & Lal, 2010). 후두미세

수단으로서 스테로이드 제제, 점액용해제, 항생제, 양자펌프억제제

수술을 통한 양성성대질환의 치료는 음향학적 검사, 청지각적 평

등을 복용하는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Lee, 2015).

가, 공기역학적 평가, 음성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평가 등 음성의 다

후두미세수술은 성대의 접촉을 방해하는 병변의 제거를 통해

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다(Johns, Garrett, Hwang,

성대 접촉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음질을 향상시키고 공기역학적 효

Ossoff, & Courey, 2004; Kang, Chang, & Goo, 2016; Kim, Choi, &

율성을 높이는 치료방법이다(Zeitels, 2000). 대부분의 양성성대질

Park, 2015; Shi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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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rman와 Sulica (2003)는 1,208명의 이비인후과 의사를 대상

성대 진동에 영향을 주어 쉰 목소리, 음성 조절 상실, 음성피로로

으로 성대결절, 성대용종 및 낭종 수술 후 음성휴식에 대해 조사하

이어진다(Benninger et al., 1996; Hansen & Thibeault, 2006). 또한,

였는데, 51.4%는 절대적인 음성휴식을 권고한 반면, 62.3%는 상대

이러한 음성문제를 보상하기 위한 과도한 발성 노력은 후두의 과긴

적 음성휴식을, 15%는 아무런 음성휴식도 전혀 권고하지 않은 것

장을 야기한다. 성대의 치료과정에서 메커니즘적 자극은 프로테오

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음성휴식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기간은 7일

글리칸 및 히알루론산의 발현 수준을 증가시키며, 섬유 아세포의

이었는데 절대적 음성휴식 기간은 0-14일인 반면, 상대적 음성휴식

증식과 이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고 섬유

기간은 0-21일 이상이었으며, 양성성대병변의 질환에 따른 절대적

가 운동방향으로 배열되어 조직의 회복에 유리하다. 따라서, 수술

인 음성휴식과 상대적인 음성휴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후 3일 후부터 시작되는 증식기 동안의 메커니즘적 자극은 상처 치

않았다.

유과정에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고 적용된 힘의 방향으로 콜라겐

Kim, Pyo, Choi, Kim과 Kim (1997)의 연구에서 후두미세수술

섬유를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Ishikawa & Thibeault, 2010).

을 받은 양성성대 질환자의 14%가 성대반흔(33.3%), 재발성 병변

반폐쇄성도훈련(semi-occluded vocal tract exercises, SOVTE)은

(16.7%), 지속적인 염증반응(16.7%), 잔류성 병변(16.7%), 가성대의

성도의 일부를 수축하는 것으로, 성도의 앞 혹은 뒤의 반폐쇄는 성

과도한 수축(16.7%) 등으로 인해 음성문제의 지속을 보고하였으

문상압이 성문내부의 압력과 기류를 증가시키도록 만들어 성도가

며, Shin 등(2013)의 연구에서는 후두미세수술을 받은 환자 중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들을 선택하여 강화시키는 전통적인 여과기

5.2%에서 성대반흔(56.8%), 잔류성 병변(21.6%), 후두 부종의 지속

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과 여과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

(13.5%), 알 수 없음(13.5%) 원인으로 인한 음성문제를 보고하였다.

해 더 많은 공기역학적 에너지를 음향학적 에너지로 변화시키도록

Woo, Casper, Colton과 Brewer (1994)의 연구에서도 성대반흔

감각 피드백의 역할을 한다는 비선형 음원-여과기 이론으로 설명

(35.4%), 재발성 병변(12.9%), 지속적인 염증(20.9%), 잔류성 병변

된다(Choi, 2017; Titze, 2006). SOVTE는 성도에서 진동하는 진동

(6.4%), 후두실과 성문 전후의 수축과 같은 기능적 음성장애

원의 수에 따라 크게 단일 진동원(손으로 입가리기, 허밍, 빨대발

(11.3%)로 인한 음성문제가 보고되었다.

성)과 이중 진동원(물에 튜브를 넣어 발성 또는 입술트릴, 혀트릴)

일반적으로 칼과 같이 예리한 연장에 의한 상처(injury)를 의미

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에서 이중 진동원을 가진 훈련은 성대 진

하는 창상(wounding)은 염증, 증식, 성숙의 세 단계를 통해 치유되

동을 조절하고 성도에 마사지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데 후두미세수술 이후 성대 역시 이와 같은 치유과정을 거친다.

(Andrade et al., 2014). 그뿐만 아니라, 구강 좁힘으로 인한 반폐쇄

치유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염증단계는 조직손상 후 3일까지로 지

로 인해 입 뒷부분의 구강내압이 증가하여 성대가 약간 외전된 상

혈 및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두 번째 단계인 증식단계에는 조직의

태가 되기 때문에 발성 시 성대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되는 효

손상이 발생한 3일 이후부터 1개월까지로 혈관의 신생과 상피화가

율적인 음성훈련방법이다(Berry et al., 2001; Titze, 2006). 후두마사

진행된다. 마지막 단계인 성숙단계는 1년 이상 지속되며, 상처부위

지는 후두내외근을 포함한 성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두

의 조직이 재형성된다. 성대는 5개의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육의 과긴장을 이완에 효과적인 방법이다(Aronson, 1990; Kim,

기능적으로는 상피층과 고유층의 표층이 덮개(cover)를 이루며, 근

Lee, Choi, & Choi, 2017; Lee & Son, 2005; Lieberman, 1998; Roy,

육이 몸체(body)를 형성하는데 이 중 양성성대질환은 일반적으로

Bless, Heisey, & Ford, 1997; Van Lierde, De Ley, Clement, De Bodt,

상피층과 고유층에만 영향을 준다. 후두미세수술의 목적은 병변

& Van Cauwenberge, 2004).

을 제거하고 반흔(scar) 없이 음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메타인지는 인지적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다. 반흔(scar)은 상처 조직의 불완전한 리모델링의 결과이며, 생체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는 것과 그 앎에 대하

역학적으로 정상적인 조직과는 다르다. 상처 치유과정에서 염증 반

여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지가 어떤 과제

응이 과도하게 일어날 때 미성숙한 교원질로 인하여 섬유화가 많이

를 수행하기 위한 지적인 활동이라면 메타인지는 과제의 처리를 위

발생하여 반흔이 형성된다(Ishikawa & Thibeault, 2010).

한 모니터링 활동이며(Flavell, 1979), 인지가 어떤 것에 대한 이해나

후두미세수술로 인해 발생한 성대창상의 치유과정(wound heal-

이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메타인지는 어떤 것에 대한

ing)에서 수술 부위의 고유층(lamina propria)은 뻣뻣(stiffness)하

학습이나 이해를 넘어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를 의

게 재생되고 손상이 없는 다른 부분의 정상적인 성대 조직에 비해

미한다(Senemolu, 2005). Kim, La와 Lee (2016)에 의하면 메타인지

점탄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술 부위의 반흔은 발성 동안

는 인지적 지식(knowledge about cognition)과 인지적 조절(m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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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ng of cognition)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지적 조절의 ‘계획하기’

발성 중 안정구간 1초를 선택하여 Kay PENTAX사에서 개발한

는 읽기 과제수행 전 전략을 세우고 시간이나 주의를 선택적으로

Multispeech 3.7의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 (MDVP)을

할당하는 것처럼, 적절한 전략의 선택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이용하여 실시하였다(Ko, 2015). 분석된 변수는 기본주파수 관련

원의 할당을 의미한다. ‘모니터링 혹은 조절하기’는 학습하는 동안

변수 average fundamental frequency (F0), standard deviation of

스스로 테스트하는 능력과 같이 과제수행과 이해하는 것에 대한

F0 (STD), jitter percent (%Jitter), pitch perturbation quotient (PPQ),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훈련이나 실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활

fundamental frequency variation (vF0)과 음성강도 관련 변수 shim-

동이며, 마지막으로 ‘평가하기’는 계획하기와 같은 메타인지나 조절

mer percent (%Shimmer), amplitude perturbation quotient (APQ),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과정에서 나타난 자신의 조절과정과 결

peak to peak amplitude variation (vAm), 진전 관련 변수 F0 trem-

과물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or intensity index (FTRI), amplitude tremor intensity index (ATRI),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로 인해 후두미세수

잡음 관련 변수 noise-to-harmonic ratio (NHR), voice turbulence

술을 받은 환자 중 성대에 기질적인 문제는 없으나 음성문제의 지

index (VTI), sub-harmonic 관련 변수 degree of sub-harmonic

속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SOVTE와 후두마시지를 이용한

(DSH), degree of voiceless (DUV)이며, 치료 전후 음향학적 차이를

음성치료에 메타인지를 적용한 음성치료법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비교하였다.

한다.

청지각적 평가
GRBAS 척도를 활용하여 음성치료 전과 후 환자의 /a/모음 연장

연구방법

발성을 듣고 청지각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청지각적 평가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연구자 외에 이비인후과 음성장애 임상경험 5년 이상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6년과 2017년 충북대학교병원 후두미세

인 1급 언어재활사 1명이 수집된 녹음자료를 무작위로 듣고 각각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성대의 기질적 문

청지각적 평가를 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측정을 위해 음성샘

제는 없으나 지속적인 음성문제를 호소하는 환자 12명과 같은 이유

플 28개 중 무작위로 추출한 25%를 평가하였다. Grade, Rough,

로 타 대학병원에서 후두미세수술을 받고 내원한 2명 총 14명이다.

Breathy, Asthenic, Strained (GRBA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연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고 평균연령은 46.5세이며, 수술 후 음성을

구자는 100%, 100%, 100%, 100%, 93%였으며 검사자 2는 93%,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음성휴식 기간은 평균 4.79일(범위

100%, 93%, 100%, 100%이었으며, 다른 임상가와 연구자 간의

3-12일)이었다. 수술 후 평균 14.36일(범위 10-23일) 후 음성평가를

GRBAS의 검사자 간의 신뢰도는 각각 100%, 100%, 93%, 100%,

받았고, 평균 9일 간격(범위 2-21일)으로 1회 30분의 음성치료를 평

93%이었다. GRBAS 점수가 두 검사자 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협

균 2.29회(범위 2-4회) 받았다. 수술 후부터 종결까지 소요된 기간

의하여 최종 측정하였다.

은 평균 27.2일(범위 13-56일)이었다(Table 1).

음성장애지수
음성장애지수(Voice Handicap Index, VHI)는 대상자가 경험하

음향학적 분석

연구자는 마이크와 입과 약 10 cm의 거리를 두고 음성치료 전과

는 음성장애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도를 환자가 신체적, 기능적

후 소음이 통제된 환경에서 환자에게 편안한 강도와 음도에서 모음

및 감정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a/를 연장발성을 하도록 하였다. 샘플링된 음성의 분석은 /a/ 연장

으며 각 문항을 5점척도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경제성 및
효용성을 위해 VHI-10의 한국판 버전인 K-VHI-10 (Yun, Kim, Son,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Diagnosis
Vocal fold nodules (N= 7)
Vocal polyp (N= 7)
Total (N= 14)

& Choi, 2008)을 사용하였다.

Age (yr)

Perfect voice
rest (day)

Voice therapy
(freq)

41.11± 7.93
51.89± 5.00
46.50± 8.48

4.86 (3-7)
4.71 (3-12)
4.79 (3-12)

2.14 (2-3)
2.43 (2-4)
2.29 (2-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or mean (range).

https://doi.org/10.12963/csd.19606

음성치료프로그램
후두 마사지

후두마사지는 설골 뒤편, 갑상연골막 앞쪽, 갑상연골 뒤쪽 융기
와 설골상근 및 설골하근 촉진 후 실시하였다. 후두마사지 순서는
http://www.e-cs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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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쇄유돌근과 설골상근 및 설골하근, 설골과 갑상연골 사이 갑상

저 설명하고, 대상자가 하인두의 팽창을 지각하고 유지하도록 하였

연골막 앞쪽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흉쇄유돌근은 쇄골에서 유양돌

다. 반폐쇄 성도운동 시 연장발성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상복근의

기방향으로 마사지 실시 후 다시 쇄골쪽으로 양쪽 각각 실시하였으

수축감과 허밍발성나 양순마찰음[ㅂ:] 발성 시 나타나는 안면의 공

며, 설골 뒤편과 설골상근 및 하근은 엄지와 검지로 원을 그리듯 안

명감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감각에 대한 충분히 지각

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마사지하였다. 다음으로 갑상연골 대

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 정확하고 쉽게 반폐쇄성도운동 과제

각(superior horn) 주변을 엄지를 이용하여 양쪽 각각 원을 그리듯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성치료에 있어 반폐쇄성도운동 시

마사지 후 엄지와 검지로 다시 양쪽을 동시에 마사지하였다. 갑상설

이와 같은 감각지각은 수술 후 환자에게 남아있는 발성기관의 과긴

골막 앞쪽은 먼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밖에서 안으로 마사지 후

장이나 반폐쇄성도운동을 환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갑상연골 대각을 아래로 살짝 누른 후 환자가 턱을 서서히 위쪽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Kim et al., 2017).

로 들게 하였다. 이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갑상연골을 아래 쪽으
로 충분히 하강시켰다. 마지막으로, 엄지를 이용해 갑상연골을 각

음성행동 조절을 위한 메타인지 적용

각 좌측과 우측으로 민 상태에서 심호흡하도록 하였다. 각 부분을

메타인지를 활용해 음성오남용 조절과 습윤관리 등 음성위생의

전체적으로 마사지하되 과긴장이 관찰된 부분은 보다 더 집중적으

준수와 치료세션에서 실시했던 SOVTE를 환자 스스로 수행할 수

로 마사지를 실시하였다. 마사지 전 환자에게 “꽃 향기 맡듯이 가볍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가 매일 밤 자신의 음성오남용을

게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약 바른 상처에 바람을 불 듯이

포함한 음성위생과 SOVTE와 같은 ‘음성행동’의 수행 여부를 스스

길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라고 주의를 준 후, 호기 시에만 한

로 평가(evaluation)하고, 이를 토대로 ‘출근길 운전할 때 SOVTE

손을 사용하여 후두마사지를 실시하였으며, 총 소요시간은 7-10분

수행하기, 회의시간에 커피 마시지 않기, 사무실 환기하기’ 등과 같

내외였다(Kim et al., 2017). 후두마사지는 매 세션 후두의 과긴장

이 다음 날의 음성행동을 계획(planning)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상

유무를 평가하고 실시하였으며 후두의 과긴장이 관찰되지 않는다

에서 ‘내가 목소리를 오용한 건 아닌가?’,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고

면 더 이상 실시하지 않았다.

있나?’와 같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음성행동을 스스로 모니터링
(monitoring)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음성행동의 수행을 줄이

반폐쇄성도운동

거나 늘리기 위한 조절(regulation)을 하도록 하였다. 인지적 단서에

반폐쇄성도운동(SOVTE)은 SOVTE의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기반한 이러한 음성행동의 조절은 정서적 신체적 조건에 따라 수행

빨대발성, 입술트릴, 비강자음을 이용한 허밍발성, 양순유성마찰

이 저하되거나 수행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점(Vinney & Turk-

음[ㅂ:]을 각각 1-2분씩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환자에게 모델링을

stra, 2013)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대상자의 일상 생활환경에 스티커

제시하고 환자가 이를 모방하도록 하였다. 빨대발성은 물과 빨대

를 붙이도록 하여 인지적 점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음성행동의 수행

혹은 튜브를 사용하는 Lax Vox가 아니라 오직 직경 0.5 cm, 길이

을 촉진하였다.

17.8 cm 사이즈의 빨대만을 사용하여 음도 상승과 하강, 연장발성

두 가지의 형태로 gliding이나 scaling을 통해 음도 상승과 하강을

통계분석

실시한 후 G2 (98 Hz)와 C3 (130 Hz), G3 (195 Hz), C4 (260 Hz), E4

수집한 자료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음성치료의 효과를 확

(329 Hz)에서 각각 반폐쇄성도운동으로 연장발성하도록 하였다.

인하기 위해 음성치료 전후의 음향학적 검사와 청지각적 평가 결과

예를 들면, 여성의 경우 허밍발성으로 G3 (195 Hz)에서 gliding과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aling으로 음도 상승과 음도 하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Science version 21.0; IBM,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Wil-

C3 (130 Hz), G3 (195 Hz), C4 (260 Hz), E4 (329 Hz)에서 각각 음도

coxon signed-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95% 수

변화 없는 허밍 연장발성을 실시한다(남성의 경우 C3에서 gliding

준에서 검증하였다.

이나 scaling 실시 후 G2, C3, G3, C4에서 연장발성 실시함).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술트릴과 빨대발성, 양순유성마찰음[ㅂ:]도 동일

연구결과

하게 실시하였는데, 허밍 시에는 충분히 공명될 수 있도록 구강과
인두강 확장과 함께 원순모음 /ㅗ/의 포즈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양순마찰음[ㅂ:]은 ‘뱃고동 소리’를 내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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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acoustic measures before and after voice rehabilitation therapy
Before
F0
201.435± 20.01 (205.240)
STD
7.183± 14.26 (2.946)
%Jitter
1.804± 1.40 (1.467)
PPQ
1.12± 0.95 (0.906)
%Shimmer
8.22± 2.44 (7.985)
APQ
5.70± 1.64 (5.678)
vF0
3.883± 8.10 (1.336)
vAm
12.465± 3.93 (11.407)
NHR
0.179± 0.05 (0.158)
VTI
0.060± 0.02 (0.595)
FTRI
0.349± 0.41 (0.268)
ATRI
2.623± 2.80 (1.987)
DSH
5.077± 7.52 (1.352)
DUV
3.123± 7.91 (0)

After

Z

204.875± 12.07 (205.839)
1.907± 0.91 (1.761)
0.721± 0.46 (0.584)
0.421± 0.27 (0.334)
4.256± 1.44 (0.744)
3.013± 0.85 (4.141)
0.901± 0.43 (3.198)
7.259± 1.70 (7.046)
0.132± 0.01 (0.133)
0.052± 0.01 (0.52)
0.206± 0.21 (0.227)
1.306± 1.44 (0.854)
0.325± 1.21 (0)
0 (0)

-.596
-2.731**
-3.107**
-3.107**
-3.296***
-3.296***
-2.794**
-2.919**
-3.297***
-1.153
-.889
-1.153
-2.366*
-1.82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median).
*p≤ .05, **p≤ .01, ***p≤ .001.

Table 3. Comparisons of auditory-perceptual measures before and after voice
therapy during /a/ sustained vowel phonation
Grade
Rough
Breathy
Asthenic
Strained

Before

After

1.571 ± 0.51 (2.000)
0.357 ± 0.50 (0.000)
1.071 ± 0.61 (1.000)
0.214 ± 0.43 (0.000)
0.643 ± 0.50 (1.000)

0.643 ± 0.50 (1.000)
0.143 ± 0.36 (0.000)
0.214 ± 0.43 (0.000)
0.000 (0.000)
0.000 (0.000)

Z
-2.739**
-1.732
-3.207***
-1.732
-3.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median).
*p≤ .05, **p≤ .01, ***p≤ .001.

Table 4. Comparisons of K-VHI-10 measures before and after voice therapy
K-VHI-10

Before

After

Z

17.143 ± 10.14 (16.500)

6.429 ± 7.29 (3.500)

-3.18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median).
K-VHI-10 = Korean version of Voice Handicap Index-1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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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Table 2와 같다. 기본 주파수(F0)의 평균은 수술 전 201.4354

GRBAS를 이용하여 음성치료 전과 후의 청지각적 평가를 비교

Hz에서 수술 후 204.875 Hz로 증가하였으며 기본주파수의 표준편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Grade 척도는 치료 전 1.571 (G2 5명, G1

차(STD)는 치료 전 7.183 Hz에서 치료 후 1.907 Hz로 감소하였다.

9명)에서 치료 후 0.643 (G1 9명)으로, Rough 척도는 치료 전 0.357

주파수변동률(Jitter)은 치료 전 1.804%에서 치료 후 0.721%로 감소

(R1 5명)에서 치료 후 0.143 (R1 2명)으로, Breathy 척도는 치료 전

하였으며, 장단기 주파수 변이에 해당하는 PPQ는 치료 전 1.12%에

1.071 (B2 4명, B1 9명)에서 치료 후 0.214 (B1 3명)로, Asthenic 척도

서 치료 후 0.421%로 감소하였다. 강도변동률(%Shimmer)은 치료

는 치료 전 0.214 (A1 3명)에서 치료 후 0으로, Strained 척도는 치료

전 8.22%에서 치료 후 4.256%로 감소하였으며, 장단기 강도변이에

전 0.643 (S1 8명)에서 0으로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Grade (p = .006)

해당하는 APQ는 치료 전 5.7%에서 치료 후 3.013%로 감소하였다.

와 Breathy (p = .001), Strained (p = .003)는 치료 전과 후 유의한 차

vFo (기본주파수 변이)는 치료 전 3.883%에서 치료 후 0.901%로 감

이가 나타났다.

소되었으며, vAm (강도변이)는 치료 전 12.465%에서 치료 후 7.259%
로 감소하였다. 비정상배음의 비율을 반영하여 음성의 전반적 잡

음성치료 전과 후 음성장애지수 측정치 비교

음을 설명하는 NHR (소음대 배음비)은 치료 전 0.179에서 치료 후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K-VHI-10은 치료 전 17.143이었던

0.132로 감소되었으며, VTI (고주파 잡음대 소음비)는 치료 전 0.060

것에 비해 치료 후 6.429로 모두 유의하게 감소(p = .001)된 것으로

에서 치료 후 0.052로 감소되었다. FTRI (기본 주파수 진전)는 치료

나타났다.

전 0.349%에서 치료 후 0.206%로 감소되었으며, ATRI (음성강도
진전)는 치료 전 2.623%에서 치료 후 1.306%로 감소되었다. DSH

논의 및 결론

(이중음성 정도)는 치료 전 5.077에서 치료 후 0.325로 감소되었으

며, 전체 음성샘플에서 기본주파수가 측정되지 않는 non-harmon-

음성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삶의 질에 영향을

ics이 나타나는 길이 비율을 나타내는 DUV (무발성 정도)는 치료

미치는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장애 중 하나이다. 수술 후 음성재

전 3.123에서 치료 후 0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음향학적 변수들

활과 관리로는 음성휴식, 음성위생, 음성치료가 권고된다(Choi,

가운데 STD (p = .006), Jitter (p = .002), PPQ (p = .002), vF0 (p = .005),

2019). 수술 후 잘못된 목소리 사용은 성대 점막 조직에 반흔을 초

Shimmer (p = .001), APQ (p = .001), vAm (p = .004), NHR (p = .001),

래하며, 성대반흔은 성대 조직의 유연성을 저하시키며 점성(viscos-

DSH (p = .018)는 치료 전과 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ity) 증가로 인하여 음성 회복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반흔의 예방과

점막의 치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음성휴식이 처방된다(Benninger
https://doi.org/10.12963/csd.1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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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6; Ishikawa & Thibeault, 2010).

구 결과, 공명발성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음성휴

수술 후 음성휴식은 수술 후 성대 상처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식보다 음성치료에 의한 조직 움직임이 성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Kaneko et al., 2017). 하지만 음성휴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장기간 조직의 부동화(immobiliza-

식에 대한 정해진 표준 기준이 부재하고 음성휴식 기간이 임상가마

tion)는 상처 회복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성대 운동

다 차이가 있다. 최근 양성성대질환에 대한 수술 직후 음성외과의

이 성대의 세포외기질의 중요한 세포인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에 의해 시행된 음성휴식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성대결절, 성대용

자극하여 조직항상성(tissue homeostasis)을 유지하고 성대의 세포

종, 라인케부종에 대해서는 완전한 음성휴식은 7일이 가장 많았으

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을 재조직화하는 데 매우 중요

며, 백반증과 유두종은 1-4일이었고, 대부분의 병변에 대해서는 8

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일 동안 상대적인 음성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음성휴

현재까지 수술적 중재나 행동적 중재가 음성장애를 치료하기 위

식에 대한 변이성은 수술 후 음성 개선 효과를 지지하는 데 제한이

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음성 외과수술 중재는 성대반흔(vo-

있다(Joshi & Johns, 2018). 한편, 정형외과 재활에서는 휴식과 운동

cal fold scarring)의 가장 일반적 원인 중 하나이며 비일관적인 음

간에 논쟁의 여지가 있어 왔는데, 수술 부위의 고정(immobiliza-

성 개선을 초래하기도 한다(Benninger et al., 1996; Hansen & Thi-

tion)은 상처가 치유되는 동안 직감적으로는 이로울 것으로 보이지

beault, 2006). 성대반흔은 성대 손상 후 나쁜 음성을 초래하는 가

만,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관절의 자유로운 지나친 움직임은 기능

장 큰 원인으로서 성대반흔은 성대 고유층의 점탄성에 영향을 주

적 회복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치유의 초기 과정에서 통제

고 성대의 진동 부위를 뻣뻣하게 하며 성문폐쇄부전의 원인이 된다

된 재움직임(remobilization)은 기능적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Hansen & Thiebeault, 2006). 특히, 수술 후 유발되는 성대 반흔은

나타났다(Frank, 1996; Inoue et al., 1990). 따라서, 장기간 동안 움직

성대의 세포외기질(ECM)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밀도나 조직

이지 않는 것은 근육과 뼈의 위축(atrophy)뿐 아니라 결합 조직의 변

화 형태를 변화시켜 성대의 생체역학적(biomechanical) 특성에 영

형을 가져와 오히려 기능적 회복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향을 주어 발성 동안 성대 진동을 방해한다. 또한, 후두미세수술 전

양성성대질환 후두미세수술의 경우, 대부분 수술 후의 음성재
활이 음성휴식이나 음성위생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상처

잘못된 발성 습관이나 오남용 패턴들이 수술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 병변 제거 후에도 음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치유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기 성대 자극이 권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대결절과 성대폴립으로 인해 후두미세수술을 받고

Culav, Clark과 Merrilees (1999)와 Ishikawa와 Thibeault (2010)에

성대의 점막파동을 방해하는 종물을 제거하였으나 음성문제가 지

의하면 초기 성대 치유과정에서 성대에 자극이 과도하면 조직을 비

속된다고 호소하는 대상자들에게 후두마사지와 SOVTE를 적용한

대하게 만들어 흉터를 유발하거나 탄성이 감소될 수 있지만, 상처

음성치료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전과 후 음성

에 가해지는 적절한 긴장은 섬유아세포 활동(fibroblast activities)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음성치료를 실시

을 촉진시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고 적용된 힘의 방향으로 콜라

한 후 성대의 주기성과 관련된 음향학적 변수인 %Jitter, PPQ,

겐 섬유를 정렬하여 최적의 조직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Shimmer, APQ, NHR과 호흡발성 조절과 관련된 변수인 vF0,

또한, Branski, Verdolini, Sandulache, Rosen과 Hebda (2006)는 수

vAm, DSH가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청지각적 평가

술 후 일정한 음성휴식 후 성대 근육의 움직임은 세포외기질(ma-

에서는 수술 후 ‘G’ 척도가 1.571에서 치료 후 0.643으로 감소하였

trix)의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술 후 상처가 치유되는 동안

고, ‘B’ 척도와 ‘S’ 척도 역시 1.071에서 0.214로, 0.643에서 0으로 감

성대 염증을 감소시키고 또한, 세포외기질(matrix)의 합성을 증가

소하였다. VHI-10 도 17.143점에서 6.429점으로 10점 이상 감소하며

시키기 때문에 수술 후 적절한 성대 운동은 성대를 전혀 움직이지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음성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본

않는 음성휴식보다 성대의 상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Ab-

연구에서 실시한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bott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1시간 동안 발성을 지속하여 급성

허밍발성 시 피열후두개주름과 피열연골 상단이 고딕아치 형태

음성외상이 발생한 9명의 대상자에게 음성휴식, 보통과 같이 말하

를 이루며 성문 상부의 근긴장을 이완시키고, 부드러운 성대폐쇄

기, 공명발성운동의 세 가지 중재 방법 중 하나의 집단에 무작위 배

함께 폐쇄 시 성대의 형태가 성대점막파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치 후 24시간 후 성대에서 조직 외상의 항염증 매개자인 항염증 사

있는 상태가 된다(Harris, 1998). 또한, Ogawa 등(2014)의 연구에서

이토카인 IL-1β, IL-6, and MMP-8 유전자 발현 정도와 발성역치압

는 허밍발성이 성대 진동의 규칙성을 조절하고, 성문접촉을 증가시

력(phonation threshold pressure, PTP)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연

키며 청지각적 음질과 성대의 주기성을 향상시켰다. 입술트릴,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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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 같은 SOVTE는 Guzman 등(2013)의 연구와 Dargin, DeLau-

술 후 일정 기간 음성휴식 후 적절한 성대 운동이 필요함을 시사한

nay와 Searl (2016)의 연구에서 성대의 진폭과 점막파동을 증가시

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 모두 수술 후 병변 제거 후 음성문제를 보

키고 하인두와 성문 전후의 압축을 이완하며 후두의 위치를 하강

였으나, 후두마사지와 SOVTE 음성치료 후 음질이 개선되고 성대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양순파열음[ㅂ:]은 빨대발성의 전신으

진동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어 수술 후 음성치료가 성대의 기

로 구강을 통과하는 기류를 증가시키고 허밍과 같이 성도의 앞부

능 회복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는 단순히 수술이나 음성

분을 좁혀 입 뒤쪽 압력인 구강압을 증가시켜 허밍과 동일한 효과

위생만으로는 성대 기능의 완전한 회복은 제한이 있음을 의미한

를 가져온다(Kim et al., 2017; Laukkanen, Lindholm, Vilkman,

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성대 기능이 완전하진 않더라도 성대 진

Haataja, & Alku, 1996). 또한, 후두미세수술 이후 음성치료에 허밍

동 주기성이 안정되고 청지각적 음성의 개선이 나타났을 때, 대상자

발성을 적용한 Ju 등(2013)과 빨대발성을 적용한 Kaneko 등(2017)

가 오남용 조절을 포함한 음성위생을 준수할 수 있고 치료 시 실시

의 연구에서 음성장애지수와 청지각적 음성이 개선되고 음향학적

한 SOVTE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결하였다.

변수가 감소되었는데 본 연구는 성도의 수축을 기본으로 하는

또한, 메타인지를 음성치료에 적용하여 스티커를 통해 목표행동을

SOVTE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그 결과가 일

인지적으로 점화하고 그 수행을 촉진하였다.

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후두마사지와 SOVTE는 발성기관의 과긴장

Menezes 등(2011)의 연구에서 트릴 5분간 수행 시 청지각적으로

을 이완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성대의 과도한 성대접촉을 예

조조성, 기식성이 감소되고 전반적인 음질이 향상되었지만, 7분은

방하며, 특히 음성치료방법 중 SOVTE는 성대가 받는 자극을 최소

긴장감 증가와 같은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화하면서도 부드러운 성대 진동과 안정적인 성대점막파동을 촉진

에서는 회기 중 허밍발성, 입술트릴, 양순파열음[ㅂ:]을 5분 미만으

하여 성대 미세구조 조직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로 실시하도록 조절하였다. 또한, 일상에서 대상자 스스로가 1회당

수 있다.

1-5분 미만으로 실시하되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 수행하도록 권고

후두미세수술 이후 음성치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단순

하여 안정된 성대 진동의 주기성과 점막파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

히 음성위생의 준수와 오남용 예방과 같은 간접적인 치료를 실시한

도록 하였다.

경우가 대부분이고, 직접적인 음성치료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지만

Behrman와 Sulica (2003)에 의하면, 수술 후 음성휴식 기간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기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Béqui-

매우 다양하였으며, 음성휴식에 관한 근거가 있는 확립된 표준 프

gnon et al., 2013; Petrovic-Lazic et al., 2015). 또한, ‘음성위생, 어깨

로토콜은 없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최적의 음성휴식 기간을 조

와 목의 이완, 허밍을 이용한 공명발성(Ju et al., 2013)’ 혹은 ‘액센트

사하기 위하여 수술 후 서로 다른 음성휴식 시간을 적용한 후 음성

기법(Park et al., 2000)’ 혹은 ‘빨대발성(Kaneko et al., 2017)’이나

치료를 실시한 결과, 7일보다 3일 음성휴식 후 음성치료를 받은 집

Boone의 음성촉진기법 중 ‘근육이완, 호흡훈련, 하품-한숨, 음성배

단이 %Jitter, %Shimmer, GRBAS 및 VHI-10의 결과가 더 유의미하

치, 오남용의 제거(Kim, Chung, Oh, & Kim, 2001)’와 같은 음성치

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현재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1주일 음성휴

료기법들이 사용되었다.

식보다는 3일 후 음성치료가 가장 좋은 음성 개선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OVTE 음성치료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음

(Kaneko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음성휴식 기간은 1주일을 권고하

질과 성대 진동의 기능적 회복에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수술 후 보

였지만 대상자들은 평균 4.79일 절대적인 음성휴식을 취하였으며,

다 적극적인 음성치료 중재가 후두미세수술 후 상처 리모델링 과정

대상자 대부분이 수술 후 평균 2주(범위 10-23일) 후 병원에 내원하

에서 조직의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술 후

여 음성평가를 받았는데,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성대 병변은 모두

성공적인 음성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 후 상처 회복과정을 주

제거되었으나 대상자 대부분은 병변이 제거된 성대의 점막파동이

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며 완전한 음성휴식 후 음성사

거의 없고 병변이 없었던 반대쪽 성대의 움직임만이 주로 관찰되어

용은 매우 임상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또한, 상처 회복기간 동안의

비대칭적이거나 비주기적인 진동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음

음성치료는 음성외상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대 조직에 지나

성수술 후 병변이 제거되었지만 상처가 리모델링되는 과정에서 정

친 기기적 자극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적절한 기기적 자극을 줌으

상 성대 조직과는 달리 성대 점막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감소하여

로써 성대 조직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염증과 반흔을 최소화하여

성대의 진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술 후 성대의 구조

음성 개선의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여전히 성대 기능의 문제는 남아 있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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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음성휴식만 취한 통

ercises: changes in laryngeal and pharyngeal activity during stroboscopy.

제군을 포함하여 음성휴식과 음성치료의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

Journal of Voice, 30(3), 377.e1-377.e9.

가 있겠다. 또한, 음성휴식의 종류(완전한 vs. 상대적), 환자의 음성

Flavell, J. H.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휴식 준수 여부, 수술 기법, 음성휴식 기간 및 음성치료 시작 시기,

cognitive–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10), 906-911.

음성훈련 기간, 음성훈련의 종류 등에 따라 음성 개선의 차이를 살

Frank, C. B. (1996). Ligament healing: current knowledge and clinical appli-

펴 보아 수술 후 음성재활 및 관리에 대한 증거기반 지침을 세우는

c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4(2),

것이 필요할 것이다.

74-83.
Guzman, M., Laukkanen, A. M., Krupa, P., Horáček, J., Švec, J. G., & Gen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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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후두미세수술 이후 지속되는 발성장애의 음성치료 효과
김지성1,2·최성희3·최철희3·이동욱4
1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충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3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4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후두미세수술은 성대의 접촉을 방해하는 병변의 제거를 통해 성대 접촉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음질을 향상시키고 음성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후두미세수술 이후에도 음성문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후두미
세수술 이후에도 지속되는 음성문제의 개선을 위해 실시한 음성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성대 결절과 성대 폴립으로 인
해 후두미세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에도 음성문제가 지속되는 여성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SOVTE (반폐쇄성도운
동)와 후두마사지로 구성된 음성치료를 받았다. 음성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 전후 청지각적 평가, 음향학적 분석 및 KVHI-10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음성치료 후 음향학적 매개변수인 STD, %Jitter, PPQ, vF0, %Shimmer, APQ, vAm, NHR,
DSH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청지각적 평가에서는 Grade, Breathy와 Strained 척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K-VHI-10 점수 역시 유

의하게 감소되었다. 논의 및 결론: 반폐쇄성도운동과 후두마사지는 수술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잘못된 발성 패턴을 수정하고 수술 후
지속되는 음성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음성치료는 수술 후 음성휴식과 음성위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대의
기능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후두미세수술, 발성장애, 음성치료, 상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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