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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Vocal polyp is one of the most common benign diseases of vocal 
fold caused by overuse of voice. Laryngeal microsurgery is the first treatment of choice for vocal 
polyp. However, surgery has many risks such as side effects of general anesthesia, injury of tooth 
and psychological burden. And we often experience reduction of vocal polyps without surgical 
procedure. The purpose of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non-surgical treatment such as vocal 
hygiene education and proton pump inhibitor (PPI) in patients with vocal polyp.
Materials and Method  We performed retrospective study for seventy-three patients of vocal 
polyp who treated with non-surgical modalities such as vocal hygiene education and PPI over 
three months. Treatment outcomes and risk factors such as age, sex, polyp size, position, symp-
tom duration, presence of laryngopharyngeal reflux (LPR) symptoms, smoking history, voice abuse 
history and vocal hygiene education were evaluated by comparison between polyp size improved 
group and non-improved group.
Results  5.5% of enrolled patients showed complete response and 23.3% showed partial re-
sponse without surgery. Polyp size improved group significantly carried out more practice of vo-
cal hygiene education treatment than the non-improved group (p=0.040). And the presence of 
LPR symptoms [hazard ratio (HR) 3.368, confidence interval (CI) 1.055–10.754, p=0.040] and not 
performing of vocal hygiene education (HR 3.664, 95% CI 1.078–12.468, p=0.038).
Conclusion  Vocal hygiene education can be a useful treatment option when making a deci-
sion to treat with vocal polyp.

Keywords   Vocal polyp; Vocal hygiene; Proton pump inhibitor.

서      론

성대 용종(vocal polyp)은 양측 성문 간의 강한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성대 고유층

(lamina propria) 내 액체 성분의 저류로 인해 발생한다. 목소리 과용, 남용에 의해 발생

할 수 있으며, 주로 목소리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교사, 상담원, 가수 등의 직업군에 호

발한다. 또한 잦은 기침이나 목 가다듬기, 고성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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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용종은 애성(hoarseness) 등 목소리 변성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감을 줄 수 있어 치료가 필

요하며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적 제거이다[3-5]. 하지만 

수술 시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 수술 과정 중 강직 후두경으

로 인한 치아 손상 가능성, 수술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부담

감, 재발 가능성 등의 고려 사항이 많아 쉽게 수술을 결정하

지 못하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들이 있다.

성대 용종은 강하고 과도한 성문 접촉으로 발생하므로 이

를 억제 혹은 완화시킨다면 용종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임상에서 성대 용종에 대한 수

술적 치료 이외 음성 치료나 올바른 음성위생 교육, 양성자 펌

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 사용, 금연 및 금주 

교육,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활용하

고 있다[6,7].

이에 저자들은 성대 용종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

자들을 분석하고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용종의 크기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7년 9월~2020년 8월까지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성대 용

종을 진단받은 환자 154명 중 3개월 이내 수술을 시행하였거

나 타 병원 전원 등 3개월 이상 추적 관찰이 되지 않은 환자들

을 제외한 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후 인자로 연령, 성별, 성대 용종의 위치, 크기, 흡연 여부, 

인후두 역류 증상의 유무, 발생 기간, 직업 등을 조사하였다. 

성대 용종의 위치는 전교련부에서 성대돌기까지의 길이를 3등

분 하여 전방부, 중반부, 후방부로 구분하였고, 크기는 성대의 

전교련부(anterior commissure)에서 성대돌기(vocal pro-

cess)까지의 길이를 6등분하여 1/6 이하는 소형, 1/3 이하는 

중형, 그 이상은 대형으로 구분하였다. 인후두 역류 증상은 

목의 이물감, 조이는 느낌, 만성 기침, 흉부 작열감 등의 여부

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성대 용종의 발생 시기는 환자가 증

상을 호소한 순간부터 병원에서 후두 내시경을 통해 성대 용

종을 진단받은 순간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직업은 교

사, 상담원, 자영업 등 하루 일과 중 목소리 사용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를 고위험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음성위생법 교육 및 시행 여부, 

PPI 사용 유무를 조사하였다. 음성위생법은 밀폐된 공간에

서 1~2 m 정도 간격을 두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정도의 목

소리 톤으로 목소리를 사용하고 노래나 고성 등 과도한 발성 

및 속삭이는 발성을 자제하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경부의 근

육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Valsalva법을 자제시켰으며, 하

루 1.5 L 이상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흡연이나 음주는 피

하도록 하였고 위산분비를 촉진하는 식단이나 자세를 피하게 

하였다. 3개월간 비수술적 방법을 시행한 후 성대 용종의 크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outcomes of the 
patients with vocal polyp

Clinical variable Value
Sex

Male 44 (60.3)
Female 29 (39.7)

Age (years) 44.7±13.6
Location

Anterior 36 (49.3)
Middle 34 (46.6)
Posterior 3 (4.1)

Size
Small 31 (42.5)
Medium 37 (50.7)
Large 5 (6.8)

Voice abuse 
Low risk 38 (52.1)
High risk 35 (47.9)

Smoking
Yes 34 (46.6)
No 39 (53.4)

Laryngopharyngeal reflux
Yes 40 (54.8)
No 33 (45.2)

Proton pump inhibitor 
Yes 38 (52.1)
No 35 (47.9)

Symptom duration (month)
<1 21 (28.8)
1–3 28 (38.4)
>3 24 (32.9)

Voice hygiene 
Yes 42 (57.5)
No 31 (42.5)

Outcome 
Disappeared 4 (5.5)
Improved 17 (23.3)
No change 52 (71.2)

Outcome, symptom (Likert scale)
Very satisfied 9 (12.3)
Satisfied 16 (21.9)
No change 25 (34.2)
Discomfort 19 (26.0)
Very discomfort 4 (5.5)

Values are presented as n (%) or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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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변화 및 환자의 주관적 음성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 9.2(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피어슨 카이 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

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임

상적으로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된 변수에 대해 시행하였고 단

변량 분석상 p value 0.2 이하의 값을 기준으로 변수를 선정

하였다. 분석값의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전체 대상 환자 73명의 성비는 남성 44명(60.3%), 여성 29명

(39.7%)로 남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연령은 44.7세

(19~74세)였다. 성대 용종의 발생 위치는 전방부 36명(49.3%), 

중반부 34명(46.6%), 후방후 3명(4.1%)의 양상이었으며 용종의 

크기는 소형 31명(42.5%), 중형 37명(50.7%), 대형 5명(6.8%)으

로 조사되어 주로 성문의 전방 2/3 위치에 중, 소형의 용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군을 포함해 음성 

남용 여부를 조사하였고 저위험군 38명(52.1%), 고위험군 35명

(47.9%)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여부는 흡연자 34명(46.6%), 비

흡연자 39명(53.4%)으로 비흡연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인후두 역류 증상 여부는 40명(54.8%)에서 동반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증상 발생 시기부터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한 

시기까지의 기간은 1개월 미만이 21명(28.8%) 1~3개월이 28

명(38.4%), 3개월 초과가 24명(32.9%)으로 조사되었다. 치료

로 음성위생법을 시행한 환자 수는 42명(57.5%)으로 시행하지 

않은 31명(42.5%)보다 15% 많았다. PPI를 사용한 경우는 38

명(52.1%)으로 나타났다. 3개월 간의 치료 후 성대 용종의 크

기 변화 및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4명(5.5%)에

서 완전 소실, 17명(23.3%)에서 호전되어 총 21명(28.8%)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2명(71.2%)은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상에서 9명(12.3%)은 매우 만

족, 16명(21.9%)은 만족한다고 답하여 총 25명(34.2%)에서 

치료 전에 비해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용종

의 크기가 호전된 비율과 차이는 보였다. 25명(34.2%)에서 치

료 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하였고 19명(26.0%)은 불만족, 

4명(5.5%)은 매우 불만족이라 응답해, 31.5%에서 치료 전에 

비해 증상은 오히려 불편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음성위생법과 PPI 사용을 통해 치료에 반응을 보인 용종 

크기 호전군(21명, 28.8%)과 비호전군(52명, 71.2%)을 나누어 

주요 인자로 생각되는 성별, 연령, 용종의 위치, 크기, 음성 남

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polyp size improved and non-improved group

Clinical factor Improved (n=21) Remained (n=52) p value
Sex 0.795

Male 12 (57.1) 32 (61.5)
Female 9 (42.9) 20 (38.5)

Age, years 58.2±12.5 58.9±12.4 0.741
Location 0.332

Anterior 10 (47.6) 26 (50.0)
Middle 9 (42.9) 25 (48.1)
Posterior 2 (9.5) 1 (1.9)

Size 0.796
Small 8 (38.1) 23 (44.2)
Medium 11 (52.4) 26 (50.0)
Large 2 (9.5) 3 (5.8)

Voice abuse 0.615
Low risk 12 (57.1) 26 (50.0)
High risk 9 (42.9) 26 (50.0)

Smoking 13 (61.9) 21 (40.4) 0.123
Laryngopharyngeal reflux 8 (38.1) 32 (61.5) 0.077
Proton pump inhibitor 12 (57.1) 26 (50.0) 0.580
Symptom duration, month 0.274

<1 7 (33.3) 14 (26.9)
1–3 10 (47.6) 18 (34.6)
>3 4 (19.0) 20 (38.5)

Voice hygiene 16 (76.2) 26 (50.0) 0.040
Values are presented as n (%) or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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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정도, 흡연 유무, 인후두 역류 증상 유무, 발생 기간, 음성 

위생법과 PPI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호전군

에서 음성 위생법을 시행한 환자가 비호전군에 비해 많았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0)(Table 2).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비호전군 52명을 대상으로 예후 인

자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 용종의 위치, 크기, 음성 남용 여부, 

인후두 역류 증상 유무, 발생 기간, 음성위생법 및 PPI 사용 

여부 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평가하였고 인후두 역

류 증상을 호소한 경우 증상이 없던 환자들에 비해 3.368배 

위험이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으로 나타

났다(p=0.040). 또한 음성위생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시행한 

환자군에 비해 3.665배 위험률이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어(p=0.038) 음성위생법 시행이 성

대 용종 크기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PPI 사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고      찰

성대 용종은 성문의 과도한 물리적 접촉으로 인한 점막 내 

미세혈관의 파열의 결과로 성대 내부에 액체 저류 현상이 야

기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다. 주로 남성에서 호발하고 음성을 

과용, 남용하는 경우, 항응고제 복용 등 출혈성 경향을 가지

고 있는 환자, 인후두 역류 질환 등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

다. 성대 용종에 대한 치료로 성대 휴식이나 PPI 사용 등 인

후두 역류에 대한 치료 등으로 시행하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행하여지지는 못하고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10]. 수술적 치료는 후두미세수술을 통해 비교

적 단시간에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신마취 위험성, 치아 손상 가능성 및 수술에 대한 심리적 부

담 등으로 수술적 치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 수술

적 치료를 결정하기 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

행해보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줄일 수 있다면 의사, 

Table 3. Clinical risk factors for non-improved group analyzed by univariate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Sex 
Male Ref
Female 0.799 (0.230–2.779) 0.724

Location
Anterior Ref
Middle 0.911 (0.253–3.276) 0.887
Posterior 0.212 (0.011–3.923) 0.298

Size
Small Ref
Medium 0.728 (0.186–2.851) 0.648
Large 0.270 (0.020–3.644) 0.324

Voice abuse
Low risk Ref
High risk 1.981 (0.546–7.188) 0.299

Laryngopharyngeal reflux
No Ref Ref
Yes 3.137 (0.798–12.334) 0.102 3.368 (1.055–10.754) 0.040

Proton pump inhibitor
No Ref
Yes 0.632 (0.156–2.556) 0.520

Symptom duration, month
<1 Ref
1–3 0.591 (0.128–2.733) 0.501
>3 2.167 (0.377–12.439) 0.386

Voice hygiene
Yes Ref Ref
No 4.197 (1.112–15.841) 0.034 3.665 (1.078–12.468) 0.038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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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음성 치료나 

음성위생법, 인후두 역류 치료 등을 통한 비수술적 치료의 

성대 용종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Jeong 

등[2]은 성대 용종 환자에서 3개월 이상 음성 치료를 시행하

고 38%에서 용종이 소실됨을 보고하였고, Yun 등[7]은 88명

의 성대 용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성위생법 교육을 시행

하였고 약 40%의 호전율을 보고하였다. 이 외 다수 연구에

서 대체적으로 3개월간의 음성 치료나 음성위생법 교육으

로 30~50% 정도 용종의 크기가 감소하는 치료 효과를 보고

하였으며 크기가 작을수록, 여성일수록, 발생 기간이 짧을수

록 치료에 더 반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9]. 본 연

구에서도 성별, 연령, 용종의 위치, 크기, 인후두 역류 증상 여

부, 발생 기간, 음성위생법 실천 유무, PPI 사용 유무 등 여러 

변수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전체 환자의 28.8%에서 수술적 치

료 없이 용종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다른 연

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용종 크기 호전군과 비호

전군 간의 비교에서 연령, 성별, 위치, 크기, 음성 남용 유무, 흡

연, 인후두 역류 증상 유무 등의 변수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성위생법은 호전군에서 실천 빈도가 높

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 

적극적 음성위생법 실천이 용종 크기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성대 용종의 크기 감소에 음성

위생법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추

가 연구로 음성위생법 실천 여부에 따른 성대 용종의 크기 호

전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후 인자로 생각되는 여러 요인들의 분석에서 인후두 역류 

증상, 음성위생법 실천의 유무를 제외한 성별, 용종의 크기, 

용종의 발생 기간, 음성 남용 정도, 흡연, PPI 사용 유무 등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전체 대상 환자 

수가 적은 점, 음성 남용 정도, 흡연 유무, 발생 기간 등은 환

자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각 변수 간 

상호작용, 예컨대 용종의 크기가 작은 여성 환자는 예후가 좋

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이 환자가 흡연을 하는 음성 사용도가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음성위생법의 교육 및 실천

이 성대 용종의 크기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후 인자 분석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바 대

상 환자군을 확대하고 예후 인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더해

진다면 성대 용종의 예후를 예측하고 정확한 치료 방침 세우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성대 용종의 치료 방침을 정함에 있어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음성위생법을 통해 약 30% 정도 성대 용종의 크기 감소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후두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나 

음성위생법을 소홀히 하였을 때 성대 용종의 비수술적 치료 

효과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대 용종의 치료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 전 초치료 과정으로 

음성 위생법 통한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심 단어: 성대 용종, 음성 위생, 양성자 펌프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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