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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폐쇄상을 이용한 구개열 환자의 언어치료의 증례 보고 - 장착 후 제거까지의 경과 -

Ⅰ. 서 론

비인강부는 연구개와 인두 후벽, 인두 측벽의 상호 복합적

인 작용으로 pharyngeal port를 필요한 만큼 열고 닫음으

로써 발음의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어떤 원인

에 의해서 비인강의 폐쇄부전이 생기면 가장 표적으로 음

성에너지가 비강으로 유출되어 과비음 및 비강 누출이 발생

하며 이들을 보상하기 위한 언어 습관의 변화로 인해 호흡,

발성, 공명 등이 향을 받게 되어 기식음화, 성문파열음, 인

두마찰음 등에 의한 치환, 언어음의 왜곡, 생략과 같은 현상

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언어의 명료도가 저하하게 된다1,2).

이러한 비인강 폐쇄부전의 원인으로는 뇌졸중과 같은 신

경계 장애, 다발성 경화증이나 파킨슨 증후군, 연수성 폴리

오와 같은 퇴행성 질환, 구개열과 같은 선천성 기형, 그 외

에 청력상실, 뇌성 마비 등을 들 수 있다3).

최근 이러한 비인강 폐쇄부전으로 인한 언어장애의 해소

를 위해 ① lip, tongue, palate의 운동을 통한 Speech

and Myofunctional therapy, ② Pharyngeal flap,

Implant, Soft palate lengthening 등의 외과적 술식, ③

Palatal function 향상을 위한 Electrical vibration mas-

sage, ④ 발음 보조 장치를 이용한 비인강부의 폐쇄, ⑤ 외

과적 술식과 발음 보조 장치의 조합 등이 시도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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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발음 보조 장치는 구개 거상장치(Palatal

lift)와 벌브(Bulb)를 이용한 보조 장치물인 음성 폐쇄상

(Speech obturator)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개 거상장치는

정상적인 연구개의 길이를 갖고 있는 환자, 즉, 뇌 손상에

의한 마비나 국부마비에 많이 사용되고 음성 폐쇄상은 구개

열에 의한 비인강 폐쇄부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5).

본 연구에서는 Incomplete cleft palate로 palatorrha-

phy를 시행한 환아에서 과비음으로 인한 비인강 폐쇄부전

을 발음 보조 장치(음성 폐쇄상 - Speech bulb)를 이용하

여 약 6개월간 장착 후 점차 bulb를 삭제해 나가면서 치료

하여 최종적으로 발음 보조 장치를 제거한 후 음성언어 진

단 및 평가 장비를 이용하여 평가 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6,7).

Ⅱ. 증례 보고

1. 상 및 방법

본 증례는 전북 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한

10세 된 여자 환자로서 1996년 본 교실에서 Incomplete

cleft palate로 palatorrhaphy를 시행받은 환자로 2005년

3월부터 언어 치료를 시행하면서 2005년 8월부터 발음 보

조 장치(음성 폐쇄상)를 장착하여 치료한 환자이다. 내원

당시 본 상자의 언어 상태는 공명 장애로 인해 언어의 명

료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보 으며 조음 장애 및 언어 지체8)

에 한 증상은 없었다(Fig. 1). 

언어 치료로는 주 1회 꼴로 피리 불기, 풍선 불기 등을 시

행하 으며, 비인강부의 폐쇄가 향상되어 언어의 명료도가

증가하고 비음도가 줄어듦에 따라 bulb 부분의 점차적인 삭

제를 시작하 다. 본 증례에서는 발음 보조 장치 장착 후 약

6개월 후부터 반복적인 음성 평가에서 비음도가 정상 범주

에 있고 nasal emission을 보이지 않으며 언어의 명료도가

정상적이라고 평가되었고, 이때부터 pharyngeal portion

을 약 1mm씩 삭제하기 시작하 으며, 총 5 차례의 삭제를

실시하 고, 장착 약 10개월 후 발음 보조 장치를 제거하

으며, 제거 1 주일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발음 보조 장치의

장착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언어 구사가 가능하다고 판

단되어 발음 보조 장치를 완전히 제거하 다. 

2. 음성 언어 평가 장비

- Nasometer 6200 II.

3. 음성언어 표본

1) 단모음

/a/, /i/

2) 무의미 이음절 단어

① 파열음 : /papi/, /phaphi/, /p�̀ap�ì/

② 마찰음 : /sasi/, /s�`as�̀i/, /∫a∫i/

③ 비강자음 : /mami/

3) 문장 수준

① 단문

- 단문 1. : 파이에 버터를 바르시오

- 단문 2. : 숙희의 드레스를 보십시오

② 장문

- 월요일 오후 바닷가에 가서 조개 새우를 잡고 화

요일 새벽에 돌아오겠다(No nasal passage).

Fig. 1. Speech aid(A) and intraoral appearance(B) during wearing of appliance after 4th grindi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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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한국어에 있어서 과비음은 No nasality, Mild nasality,

Moderate nasality, High nasality, Severe nasality로

분류하고 있다9,10)(Table 1).

본 증례에서 언어 치료를 계속하면서 발음 보조 장치를 사

용하여 치료 후 모든 평가 문형에서 비음도의 감소와 언어

명료도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발음 보조 장치 장착 약 6

개월 후 단모음 /a/, /i/는 치료 전 비음도가 38.47 %,

83.09 %를 보이던 것이 17.38 %, 18.29 %로 정상 범위

로 감소하 고, 파열음 /papi/, /phaphi/, /p�̀ap�`i/는

57.16 %, 65.82 %, 66.67 %이던 것이 14.52 %, 13.74

%, 10.96 %로 정상적인 비음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마찰

음 /sasi/, /s�`as�`i/, /∫a∫i/는 61.13 %, 67.26 %,

56.90 %에서 15.23 %, 11.05 %, 13.29 %로 감소하

으며, 문장 수준에서는 단문 1, 단문 2, 장문 모두 50.18

%, 57.78 %, 44.03 %의 심한 비음도가 9.33 %, 10.05

%, 11.56 %로 감소하 다. 모든 평가 문형에서 정상 범주

의 비음도를 보여 pharyngeal portion의 점차적인 삭제를

시작하 다(Table 2). 

본 증례에서 단모음 /a/와 /i/의 경우 발음 보조 장치 장

착 전 비음도가 38.47 %, 83.09 %를 나타내던 것이 발음

보조 장치를 이용한 언어 치료 후 최종적으로 발음 보조 장

치를 제거하 을 때 6.05 %와 8.32 %로 정상적인 범주의

비음도를 나타내었다(Table 3).

또한 파열음 /papi/, /phaphi/, /p�`ap�ì/ 에서 장착 전 비

음도가 각각 57.16 %, 65.82 %, 66.67 %를 보이던 것이

제거 후 12.04 %, 19.80 %, 15.87 %로 정상적인 범위로

감소하 다(Table 4).

마찰음 /sasi/, /s�̀as�ì/, /∫a∫i/에서 장착 전 비음도가

각각 61.13 %, 67.26 %, 56.90 % 이던 것이 제거 후

23.73 %, 23.00 %, 30.53 %로 감소하 다(Table 5).

비강자음 /mami/에서는 장착 전 72.98 %에서 제거 후

에도 66.52 %로 정상적인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Table

6).

Table 2. Change of nasalance on before and after (just before grinding of speech obturator) speech therapy (%)

/a/ /i/ /papi/ /phaphi/ /p�̀ap�ì/ /sasi/ /s�`as�̀i/ /∫a∫i/
short short long 

sentence 1 sentence 2 sentence

before 38.47 83.09 57.16 65.82 66.67 61.13 67.26 56.9ㅍ0 50.18 57.78 44.03

after 17.38 18.29 14.52 13.74 10.96 15.23 11.05 13.29 9.33 10.05 11.56

Table 3. Change of single vowel (/a/, /i/) (%)

just
1’ 2’ 1 month 3’ 1 month 4’ 5’ after 1 week 

before before
grinding grinding later grinding later grinding grinding removal later

grinding

/a/ 38.47 17.38 7.92 3.12 4.77 8.02 5.30 3.67 4.63 18.36 6.05

/i/ 83.09 18.29 13.33 11.98 11.44 23.64 5.95 11.78 12.54 40.99 8.32

Table 4. Change of Plosive (/papi/, /phaphi/, /p�̀ap� ì/) (%)

just
1’ 2’ 1 month 3’ 1 month 4’ 5’ after 1 week 

before before
grinding grinding later grinding later grinding grinding removal later

grinding

/papi/ 57.16 14.52 11.46 17.20 9.23 14.93 9.27 20.31 11.14 30.88 12.04

/phaphi/ 65.82 13.74 13.60 11.69 12.88 27.25 9.13 13.79 12.22 30.52 19.80

/p�ap�ì/ 66.67 10.96 10.94 12.73 14.07 23.94 7.16 14.86 10.10 30.18 15.87

Table 1. Degree of Nasalance

Nasalance (%)

Normal 20% below

Mild nasality 20�35 %

Moderate nasality 35�50 %

High nasality(marginal VPI) 50�70 %

Severe nasality(VPI) 70%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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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수준에서는 단문 1의 경우 장착 전 50.18 %에서 제

거 후 8.83 %로 감소하 으며, 단문 2는 장착 전 57.78 %

에서 제거 후 11.96으로 감소하 다. 장문(No nasal pas-

sage)의 경우 장착 전 비음도가 44.03 %이나 보이던 것이

8.03 %로 감소하 다(Table 7).

각 평가 문형에서 3차 삭제시와 4차 삭제시 그리고 제거

직후 일시적인 비음도의 증가를 볼 수 있었으나 곧 정상 범

위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Ⅳ. 고 찰

정상적으로 연구개는 정지 상태에서 경구개 후하방으로

위치하여 구강과 비강을 개방시켜 놓은 상태로 유지되며 또

한 비음 시에는 폐 공기 유량 및 음성이 이 공간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구강음이나 구호흡 또는 다른 구강

내 기능 시 (연하, 불기, 빨기, 휘파람)에는 연구개와 인두

후벽, 인두측벽의 괄약근 기능으로 구강과 비강을 완전히

폐쇄시키게 된다. 이를 구강 내에서 관찰하게 되면 연구개

의 중앙 1/3이 후상방으로 이동하면서 인두후벽은 전방으

로 인두측벽은 내측으로 동시에 움직여 비인강을 폐쇄시키

게 된다11). 

Hardy 등은 뇌성마비에 의한 마비성 구음장애 환자의 치

료에 관해 보고하 고12), Kipfmueller & Lang은 40명의

환자에서 언어 명료도에 관해 발음 보조 장치의 사용효과에

해 보고한 바 있다13). 또한 최근 들어 Neurologic

velopharyngeal incompetence 환자에서 bulb type의 발

음 보조 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여 이를 보고한 바도

있다14). 발음 보조 장치를 이용한 비인강 폐쇄부전 환자의

언어교정 효과에 관해서 Israel 등(1993)은 약 400명의 환

자를 상으로 보철물 장착 기간은 3�5년 정도이었고, 25

�45 % 정도에서는 페쇄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도 정

상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보고하 으며15), 

Wolfaardt 등(1993)은 발음 보조 장치를 이용하여 치료

한 환자 중 66.7 %에서 발음 보조 장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도 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하 다고 보고하 다3). 발음

보조 장치(Palatal lift, Speech bulb)는 연구개를 거상시

켜 주거나, Palatopharyngeal gap을 폐쇄 시켜주며,

Palatopharyngeal activity와 Pharyngeal muscle con-

traction을 촉진 시켜준다고 보고 된 바 있다16). 음성 폐쇄

상은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

Table 5. Chage of Fricative (/sasi/, /s�̀as�̀i/, /∫a∫i/) (%)

just
1’ 2’ 1 month 3’ 1 month 4’ 5’ after 1 week 

before before
grinding grinding later grinding later grinding grinding removal later

grinding

/sasi/ 61.13 15.23 12.17 14.41 11.66 11.74 8.69 12.77 9.14 38.03 23.73

/s�̀as�̀i/ 67.26 11.05 16.16 14.62 10.06 15.62 8.49 12.98 12.30 29.40 23.00

/∫a∫i/ 56.90 13.29 15.13 13.68 10.51 20.48 12.67 17.52 12.83 36.42 30.53

Table 6. Change of nasal consonant (/mami/) (%)

just
1’ 2’ 1 month 3’ 1 month 4’ 5’ after 1 week 

before before
grinding grinding later grinding later grinding grinding removal later

grinding

/mami/ 72.98 63.64 63.64 64.58 65.96 67.96 62.42 55.82 59.25 56.57 66.52

Table 7. Change of sentence (%)

just
1’ 2’ 1 month 3’ 1 month 4’ 5’ after 1 week 

before before
grinding grinding later grinding later grinding grinding removal later

grinding

short 

sentence 1
50.18 9.33 10.14 9.04 9.71 14.60 7.66 10.73 12.13 33.78 8.83

short 

sentence 2
57.18 10.05 10.56 12.33 11.32 18.40 7.71 13.79 12.57 36.01 11.96

long 

sentence
44.03 11.26 9.28 14.22 11.56 16.93 5.84 11.15 11.57 13.65 8.03



된다. ① Maxillary portion은 적절한 retension을 얻을 수

있게 design 되어야 하며, ② bulb 부분은 발음시 수축이

일어나는 Posterolateral pharyngeal wall에 위치하여

muscle activity를 촉진 시켜야 하고, ③ bulb 부분의 삭제

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삭제해야 하며, ④ Lip, Tongue,

Palatal exercises를 포함한 언어 치료가 반드시 병행 되어

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① Hypernasality와 Nasal

emission을 방지하며, ② 지속적인 자극으로 Palatopha-

ryngeal function을 향상시키며, ③ 적절한 자극과 Speech

exercises를 통해 Neuromuscular response를 증가시키

며, ④ Palatal disuse atrophy를 방지하며, ⑤ Tongue의

repositioning을 도와주어야 한다4).

비인강 폐쇄부전 환자에게 장착되어지는 발음 보조 장치

의 표적인 장점은 비인강 역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고유의 비인강 괄약근 기능을 이용하여 비인강 폐쇄부전을

인공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재제작이 가능하며 기능 시(발

음 시) 비인강에 가장 잘 적합한 것을 장착할 수 있고 비인

강 폐쇄기능의 개선과 동시에 증례에 따라서는 심미성이나

저작 기능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2세 6개월부터는 장

착이 가능하고 저연령층에서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다17).

그리고 발음 보조 장치의 근육에 한 효과는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나 부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 후

bulb의 점차적인 삭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음 보조 장치를

제거하고 나서도 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한 증례를 보고한 경

우도 있다15). bulb의 reduction therapy를 통해 ① bulb의

size가 줄어듦에 따라 bulb에 한 contact sensation을

유지하기 위해, ② 발화 직전 줄어든 bulb 주위의 Nasal

emission을 감지하여 이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③ 발화 후

귀를 통해 Nasal emission을 인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Velopharyngeal portion의 closure를 유도한다고 추측되

고 있다16). 그리고 근육의 무용성 위축을 없애주고 근육의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19,4) 최근의 보

고에 의하면 발음 보조 장치가 근육의 활성도에는 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19) 아직은 논란의 여지

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吉 등은 발음 보조

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한 환자 중 speech aid를 철거해도 실

생활에서 거의 정상적인 회화가 가능한 증례는 약 30 %이

고 이들 증례를 분석했더니 3�4세 이전에 수술이 시행되

어 7세 이전까지 장착한 환자에게서 많이 보 으며, 철거

증례의 경우 장착에서 철거까지의 기간은 빠른 증례는 6개

월 이내 으나 약 반수의 증례에서는 2년 이상을 필요로 하

으며, 발음 보조 장치 장착에 의해 일정 기능을 회복시킨

후에 철거하여 pharyngeal flap surgery를 하면 비교적 조

기에 양호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 다17). 발

음 보조 장치의 단점으로는 상악의 발육에 따라 재제작이

필요하고 비인강부를 괄약근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할 필요

가 있으며 파손되거나 장기간 장착 시 치아우식에 이환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드물지만 구토 반사 때문에 제작 및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본 증례에서 사용

한 음성 폐쇄상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치물의

유지를 위한 부분으로 경구개부위에 위치하는 maxillary

portion또는 palatal portion, 둘째로는 실질적인 부위, 즉,

기능적인 부위로 pharyngeal portion 또는 bulb, 셋째로

maxillary portion과 pharyngeal portion을 연결해 주는

palatal extension부위로 강선(wire)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냥 pharyngeal portion과 같은 아크릴 레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증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능적인 부위

인 비인강부 또는 bulb를 구강 내에서 직접 제작하 는데

sticky wax로 형태를 부여한 다음 최종적으로 utility wax

를 이용해서 좀더 해부학적이고 기능적인 모양을 부여하

다. 이때 환자가 비호흡이나 연하 곤란이 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강 내에서 왁스로 제작한 비인강부를

레진으로 치시키고 연마해서 완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비인강 폐쇄부전의 진단이나 발음 보조 장

치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비음도를 측정하는 비음측

정기를 이용하 다. Walfaardt 등은 위의 비음측정기를 이

용한 음향학적 평가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3).

본 증례에서 평가 문형 단모음 /a/와 /i/, 파열음(/papi/,

/phaphi/, /p`ap ì/), 단문 1, 단문 2, 장문에서 모두 발음 보

조 장치를 이용한 언어 치료 전 심한 과비음을 보이고 있었

으나 발음 보조 장치를 이용한 언어 치료 후 장치의 제거 후

에도 비음도의 정상 범주로의 감소와 언어의 명료도의 증가

를 볼 수 있었으며, 마찰음(/sasi/, /s�̀as�ì/, /∫a∫i/)의

경우 약간의 Nasal emission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상

범주 안에 속하여, 저비음 평가 문형인 비강 자음(/mami/)

은 치료 전 후 정상 범주의 비음도를 유지하고 있어 음성 폐

쇄상이 과도하게 비인강부를 폐쇄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각 문형에서 3차 삭제와 4차 삭제 그리고 제

거 직후 줄어든 bulb의 size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음도의

상승을 볼 수 있었으나 곧 감소하 으며, 이는 점차적인

bulb의 삭제가 soft palate muscle을 activation 시켜

bulb의 삭제로 인해 넓어진 비인강부의 페쇄를 유도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모든 문형에서 발음 보조 장치를 이용한 언

어 치료 후 이 장치의 제거 후에도 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하

으며, 이는 발음 보조 장치를 이용한 언어치료가 비인강

부의 근육의 활성도를 높여 velopharyngeal closure를 향

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증례에서는 구개열에 의한 비인강 폐쇄부전 환자를

상으로 음성 폐쇄상을 이용하여 언어 치료를 시행 후 bulb

부분의 점차적인 삭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장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도 비음도의 정상 범주로의 감소와 언어의 명료

도 증가를 볼 수 있었으며 피실험인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487

음성 폐쇄상을 이용한 구개열 환자의 언어치료의 증례 보고 - 장착 후 제거까지의 경과 -



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지: Vol. 28, No. 5, 2006

488

나타났으나 보조 장치의 장착 기간이 매우 짧아 향후 재발

의 소지가 남아있어 좀더 장기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Ⅴ. 결 론

본 증례는 Incomplete cleft palate로 인한 비인강 폐쇄

부전증 환자에게 언어 치료와 병행하여 발음 보조 장치를

사용하 으며, 사용 후 약 6개월부터 bulb를 점차적으로 삭

제하기 시작하고 약 10개월 후에는 장치물이 없이 추가적

인 pharyngeal flap surgery 없이 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하

게 되었으나, 앞으로 이에 한 더 많은 고찰과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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