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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Therapies have been reported to treat the glottal gap previously. 
However, these voice therapies showed the limits because many techniques focused only on one 
among breathing, resonance and phonation. In addition patients often have difficulties visiting 
hospital frequently. ‘Gliding and humming’ is vocal training technique that readjusts total vocal 
patterns such as breathing, resonance and phonation. This technique can be easily applied dur-
ing short term ses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voice therapy 
with ‘gliding and humming’ for patients with glottic gap during short-term treatment sessions.
Materials and Method  Twenty-three patients with glottal gap were selected. Of all patients, 
14 patients had sulcus vocalis and 12 patients had muscle tension dysphonia (MTD). Voice ther-
apies were performed 1.9 sessions in average. GRBAS, jitter, shimmer, noise to harmonic ratio, 
semitone range, closed quotient_vowel and maximum phonation time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therapies. In addition, changes of glottal gap and MTD severity were evaluated.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was observed. MTD improvement was observed 
only among the patients with glottal gap improvement. Also sulcus vocalis group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Conclusion  ‘Gliding and humming’ was effective to the patients with glottic gap and sulcus 
vocalis. Also, among patients who have both glottic gap and MTD, the data suggests that voice 
therapy for glottic gap also makes improvement in MTD.

Keywords   Glottal gap; Sulcus vocalis; Voice therapy; Gliding; Humming.

서      론

성문틈(glottal gap)은 기질적 또는 기능적 원인으로 발성 시 불완전한 성대 접촉이 나

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성대결절(vocal nodules), 성대폴립(vocal polyp)과 같은 양성

종양이나 성대구증(sulcus vocalis), 노인성 음성장애(presbyphonia)와 같이 성문폐쇄

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1], 성대 점막 질환이나 신경학적 문제가 없

는 환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성문틈은 최대연장발성시간(maximum phon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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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T) 감소, 공명 감소, 음질 저하, 후두부 긴장 등의 문제를 

일으켜 정상적인 음성 산출을 방해하며[2], 불완전한 성대접

촉으로 인해 2차성(secondary) 근긴장성 발성장애(muscle 

tension dysphonia, MTD)가 나타날 수 있다[1].

이러한 성문틈 환자들의 치료로 음성치료가 시행되고 질

환유형에 따라 음성치료 접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양성

종양으로 인한 성문틈 환자들의 음성치료는 주로 음성위생교

육과 부드러운 발성(soft phonation) 훈련으로 성대접촉을 최

소화하여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적용하지만[3], 양

성 종양이 없는 성문틈 환자들은 성대접촉을 유도하여 성문

틈을 줄여주는 치료법을 시행한다. 

특히 성대접촉을 유도하는 음성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성

대마비(vocal fold paralysis), 노인성 음성장애, 성대구증, 기

능성 음성장애(functional dysphonia) 등이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성문틈을 줄여 주는 치료 접근법으로 음성기능훈

련(vocal function exercise, VFE), 반폐성도훈련(semi oc-

cluded vocal tract exercises), 리실버만 음성치료(Lee Sil-

verman voice therapy)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보

고하고 있다[4].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음성치료 기법이 성문틈 환자의 

음성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보통 장기간의 치료

를 필요로 하였는데[5], 보험 및 비용 문제 또는 병원과의 거

리 문제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쉽게 내원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았으며[6], 본 연구자의 실제 임상 경험에서 성문틈의 특성

상 고령의 환자들이 많아 복잡한 치료 단계에 어려움을 호소

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문틈 환자들은 MTD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

고, 성대구증 또는 MTD를 동반한 성문틈 환자들은 후두 이

상 소견이 없는 성문틈 환자들에 비해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고 보고되었다[7]. 특히, 성대구증으로 인한 성문틈 환자들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는 그 수가 많지 않았으며,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다른 질환 치료 연구에 비해 

제한되어 있었다[8,9].

이에 본 연구자는 후두의 양성 종양 없이 성문틈이 관찰된 

환자의 음성 개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고안

해 보고자, VFE에 포함되는 활창훈련(gliding)과 반폐성도 

훈련 중 하나인 허밍(humming)을 함께 적용하여 성문틈 환

자에게 단기간 음성 개선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성문틈 환자들은 MTD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체 대상자 중 MTD를 동반한 성문틈 환자들의 후두 소견을 

분석하여 이 치료법이 MTD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비교적 음성치료에 대한 보고가 제한

되어 있는 성대구증 환자에게도 음성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대상자 중 성대구증으로 인한 성문틈 환

자를 대상자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방법이 음성 개선

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2020년 3월에서 2021년 2월까지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한 

환자 중, 비디오스트로보스코피(videostroboscopy)를 통한 

후두 소견 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성문틈이 관

찰되어 음성치료가 의뢰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성대결절, 성대폴립과 같은 성대 종양을 동

반하고 있는 환자, 신경학적 후두 질환이 있는 환자, 후두미세

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 음성치료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은 대

상자에서 제외하였고, 성대 양성 종양 없이 성문틈만 있는 환

자와 성대구증으로 인한 성문틈 환자가 주된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초기 대상자는 39명이었으나 치료 후 음성 검사가 시

행되지 않은 환자들을 제외하고 남성 13명, 여성 10명, 총 23명

의 환자를 선정하였으며, 환자의 평균연령은 61.6세(41-79세)

였다. 전체 대상자 중 성대구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14명이었

고, 성대 양성 종양 없이 성문틈으로 진단된 환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대상자 중 MTD를 동반한 환자는 12명

이었고, 이 중 성대구증 환자는 9명, 성대 양성 종양 없이 성문

틈으로 진단된 환자는 3명이었다. 

본 연구는 성문틈 환자 23명의 음성치료 전후 결과를 비교

하고, 전체 대상자 중 MTD를 동반한 환자의 MTD 개선 정

도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전체 대상자 중 성대구증 환자만

을 따로 분류하여 음성치료 전후의 음성을 비교하였다. 아울

러 본 연구는 서울성모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았으며,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는 받

지 않았다(No. KC21RASI0171).

평가 방법

치료 전후 환자의 음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GRBAS scale

을 통한 청지각적 검사를 ‘산책’ 문단(정옥란, 1994) 낭독 음성 

샘플을 사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음성치료 및 음성검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숙련된 언어재활사 2명이 시행하였다. GRBAS 

scale은 G (grade), R (rough), B (breathy), A (asthenic), S 

(strained)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점 척도(0= 

normal, 1=mild, 2=moderate, 3=severe)로 평가되었다.

음향학적 검사 데이터는 Computerized Speech Lab (CSL; 

model 4150B, KayPENTAX Elemetrics, Lincoln Park, NJ, 

USA)의 Multiple-Dimensional Voice Program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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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음 /ㅏ/ 연장 발성 시 주파수변동률(jitter), 진폭변동률

(shimmer), 소음대배음비(noise to harmonic ratio, NHR)를 

측정하였으며, CSL의 voice range profile을 이용하여 음도

범위(semitone range)가 수집되었다. 또한, electroglotto-

graphic을 이용하여 모음 /ㅣ/ 발성 시 폐쇄지수(closed quo-

tient_vowel, CQ_V)를 측정하였다.

공기역학적 검사는 CSL의 real-time pitch를 이용하여 최

대연장발성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 시, 가능한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고 /ㅏ/를 최대한 길게 발성하도록 유도하였으며, 3회 

측정 후 가장 길게 발성한 시간으로 선택하였다. 

후두 소견 검사는 비디오스트로보스코피를 사용하여 이비

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치료 전후 성문틈 중증

도를 3점 척도로 정상군을 0, 경도의 성문틈을 1, 방추형 성

문틈(spindle-shaped gap)을 2로 평가하였다. MTD 중증도 

평가는 Scho‥nweiler 등[10]에 의해 제시된 4점 척도로 평가

되었는데, 정상군을 0, 비디오스트로보스코피상 성문상부의 

압축으로 인해 성대의 1/3이 가려진 경우 1, 1/2이 가려진 경우 

2, 성대 전체가 가려진 경우 3으로 평가하였다.

치료 절차

모든 대상자의 음성치료는 연구자가 재구성한 활창훈련과 

허밍을 결합한 음성치료로 진행하였다. 치료 횟수는 1-5회, 

평균 1.9회로 나타났으며, 치료 횟수별 환자 분포는 1회 11명, 

2회 6명, 3회 2명, 4회 3명, 5회 1명이었다. 치료는 1-2주 간격

으로 한번, 1회당 40분 이내로 진행하였으며, 치료 후 5분 이

내의 간단한 동영상을 녹화하여 환자 수준에 맞는 과제를 하

루 10분씩, 2-3회 수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모든 치료는 5년 이

상의 음성치료 경력을 가진 한 명의 언어재활사가 진행하였다.

치료의 첫 절차는 환자에게 질환에 대해 설명하는 5분 이

내의 간단한 설명이었다. 이후 바로 직접적인 음성치료를 시

작하는데, 허밍으로 한 옥타브(octave) 내에서 저음-고음-저

음을 거치는 활창훈련을 마치 ‘소 울음소리’를 흉내내듯이 산

출하여 반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전방화된 소리가 나도

록 유도하며, 구강이나 인두강이 좁혀진 듯한 억압된 소리가 

날 경우 저작하기 접근법[11]을 통해 자연스러운 구강개방을 

유도한 뒤 소리를 내도록 안내했다.

환자가 목표한 소리를 성공적으로 5번 이상 반복할 수 있

는 경우에 발음만 모음으로 바꾸어 같은 활창훈련 과제를 진

행하였다. Boone 등[11]은 혀가 뒤쪽에 위치할 때 소리의 초

점이 뒤쪽에서 산출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리의 

전방화를 위해 전설 모음인 /ㅣ/로 시작하여 /ㅐ/, /ㅏ/ 순서로 

구강개방을 유도하였다.

분석 방법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1.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성문틈을 가진 환자들에게 활창훈련과 

허밍을 결합한 음성치료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치료 전

후 음성검사 데이터를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성대구증 환자에서 음성치료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하여 전체 대상자 중 성대구증 환자의 치료 전후 음성검사 데

이터를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설정하였다.

결      과

성문틈 환자의 음성치료 효과

치료 전후 전체 대상자 23명의 음성검사 결과(Table 1), 청

지각적 검사의 G, R, B, A, S, 음향학적 검사의 jitter, shim-

mer, NHR, semitone range, 공기역학적 검사의 MPT에서 

치료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음성 개선이 나타났다. 또한, 

비디오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한 후두 소견 검사에서 치료 후 

성문틈과 MTD의 중증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p＜0.05).

치료 전후 후두 소견을 분석해 보면, 치료 전 전체 23명의 환

자 중 14명(60.8%)이 성문틈 개선을 보였고, 그중 10명(43.4%)

은 성문틈이 사라진 후두 소견이 관찰되었다. 

또한, 치료 전 MTD 소견이 관찰된 12명의 환자 중 4명(33.3%)

이 MTD 중증도 개선과 함께 성문틈 중증도 개선을 보였고, 

Table 1. Comparison of voice evaluation and videostroboscopy 
findings before and after therapy (n=23)

Parameter Pre therapy Post therapy p
G 1.52 0.78 <0.001**
R 0.74 0.43 0.016*
B 1.35 0.61 <0.001**
A 0.22 0.00 0.022*
S 0.35 0.13 0.022*
Jitter 2.58 0.97 <0.001**
Shimmer 5.61 3.28 0.004**
NHR 0.15 0.12 0.002**
Semitone range 23.87 27.52 <0.001**
MPT 12.55 14.88 0.013*
CQ_V (SD) 41.46 (1.97) 43.07 (1.65) 0.151
Glottal gap 1.26 0.57 <0.001**
MTD 0.78 0.61 0.043*
Data are presented as mean. *p<0.05; **p<0.01. G, grade; R, rough; 
B, breathy; A, asthenic; S, strained; NHR, noise to harmonic ratio; 
MPT, maximum phonation time; CQ_V, closed quotient_vowel; 
MTD, muscle tension dysph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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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25%)은 성문틈 중증도는 개선되었으나 MTD 중증도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5명(41.6%)은 성문틈과 MTD 중증도 모

두 개선되지 않았다(Fig. 1).

성대구증 환자의 음성치료 효과

치료 전후 성대구증 환자 14명의 음성 검사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Table 2), G, R, B, jitter, shimmer, NHR, semitone 

range, MPT에서 치료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음성 개선

이 나타났으며, 후두 소견 검사에서 치료 후 성문틈 중증도가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p＜0.05).

고      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료는 VFE에서 사용되는 활창훈련

과 반폐성도훈련 중 하나인 허밍을 결합한 치료법이다. VFE

와 반폐성도훈련은 선행연구에서 성문틈을 가진 환자들에게 

사용되어 그 효과를 증명해왔다.

VFE는 체계적인 호흡훈련과 성대훈련을 통해 호흡, 근육

의 협응력 등과 같은 음성생성에 관련된 하위 기능들을 재조

정하는 치료법이다[5,12]. 총 네 가지 단계 중 두 가지 단계에

서 활창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단계는 저음-고음 

활창과 고음-저음 활창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자들은 성문틈이 성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

흡, 근긴장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발성 패턴 문제로 인해 발

생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활창훈련을 이용하여 호흡 및 근육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다만 VFE에서 사

용되는 활창훈련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여러 

가지 과제로 인한 혼동을 겪지 않도록 ‘저음-고음-저음’을 거

치는 하나의 활창훈련을 반폐성도훈련인 허밍을 통해 시행하

도록 하였다. 

반폐성도훈련은 선행연구들에서 성대접촉률 향상과 음질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어 왔으며[13], 그중 입술 떨기(lip-

trill)를 이용한 치료는 성문틈을 가진 환자에게 단기적으로 

시행되어도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7]. 그러나 입술 떨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과제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허밍은 입술 떨기에 비해 수행하기 용이하고 Laxvox 

또는 빨대를 이용한 반폐성도훈련과 달리 특별한 도구가 필

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의 COVID-19와 같은 

유행성 질환으로 비말주의 감염이 주의되는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시행되는 음성치료 시 다른 반폐성도훈련에 비해 

에어로졸(aerosol)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인 발성 패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활창훈련과 비교적 수행하기 쉬운 허밍을 이용하

여 음성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기법을 이

용한 음성치료가 성문틈을 가진 환자들의 음성 개선에 미치

는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표로 삼았다.

음성치료 후 전체 성문틈 환자의 음성검사 및 후두 소견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음성검사 데이터와 후두 소견 중증도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

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de Hoop 등[14]은 허밍이 성문상부압축을 호전시키고 

성대의 안정적인 접촉을 유도한다고 보고하였으며, Mau 등[15]

은 성문틈이 있는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

한 음성치료 기법을 사용하여 음성 개선의 효과를 보고한 연

구에서 성문틈이 작은 환자에게는 VFE를, 성문틈이 큰 환

자들에게 고음 산출 훈련을 적용하여 음성과 성문틈 간격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voice evaluation and stroboscopy findings 
before and after therapy in sulcus vocalis group (n=14)

Parameter Pre therapy Post therapy p
G 1.57 0.86 <0.001**
R 0.86 0.57 0.040*
B 1.43 0.64 <0.001**
A 0.07 0.00 0.336
S 0.29 0.21 0.336
Jitter 2.55 1.03 0.004**
Shimmer 6.17 3.60 0.032*
NHR 0.16 0.12 0.001**
Semitone range 22.71 27.71 0.001**
MPT 11.60 14.37 0.005**
CQ_V (SD) 42.39 (1.88) 44.16 (1.90) 0.222
Glottal gap 1.21 0.71 0.003**
MTD 1.00 0.79 0.082
Data are presented as mean. *p<0.05; **p<0.01. G, grade; R, rough; 
B, breathy; A, asthenic; S: strained; NHR, noise to harmonic ratio; 
MPT, maximum phonation time; CQ_V, closed quotient_vowel; 
MTD, muscle tension dysph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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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자들이 활창훈련과 허밍을 결합한 치료가 성문

틈 환자들의 성대접촉 향상에 도움을 주어 CQ_V의 수치가 

치료 후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치료 

후 CQ_V의 평균 값에 향상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Lee 등[16]이 보고한 것처럼 전통적

인 반폐성도훈련의 경우 모음발성에 비해 낮은 CQ를 보이는

데, 본 연구의 결과는 반폐성도훈련으로 인한 발성역치 압력

의 저하와 음성치료로 인한 성대접촉의 증가가 상쇄된 결과

라고 추측된다. 허밍이 성대접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de 

Hoop 등[14]의 연구에서도 허밍을 이용한 훈련 후 CQ 수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후두 소견을 분석했을 때, MTD를 동반한 

환자 중 성문틈 개선을 보인 환자들은 MTD 중증도에 개선

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성문틈 개선을 보이지 않은 환자들은 

치료 후 모두 MTD 중증도에 개선이 없었는데, 이는 성문틈으

로 인한 2차성 MTD가 성문틈이 개선되며 함께 사라진 것으

로 보인다. 실제 임상 현장의 후두 소견에서 성문틈과 MTD가 

동시에 관찰되는 경우 음성치료사들이 치료 목표를 정하기 혼

란스러운 경우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환자의 경우 

선행적인 성문틈 개선이 MTD도 함께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근

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대구증으로 인한 성문틈 환자의 음성치료 효과를 분석

한 결과, 음성 검사 데이터와 후두 소견에서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Nam 등[7]은 성문틈 환자들을 대상으

로 입술 떨기를 이용하여 음성치료를 시행한 연구에서, 치료 

후 성대구증 환자군의 음향학적 수치(jitter, shimmer, NHR)

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대구증 환자군에서도 음향학적 수치의 유

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음도의 반폐성도훈련이 더 

많은 성문폐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15,17] 활창 시 고음도 산

출이 성대접촉 양상의 변화를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음성치료의 효과가 적은 성대구증 환자군에서 

활창훈련과 허밍을 결합한 치료법이 음성 개선에 효과적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성대구증 환자들의 음성 개선에 대하여 음

성치료가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음성악화 방지 및 수

술 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1,18].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을 검토해본 결과, 

음성 전방화의 유무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된다. 성대구증 환자의 음성치료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고

하거나 보조적 수단으로 보고한 연구들에서는 음성 전방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7,18],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고한 연구

에서는 음성 전방화 또는 음성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8,9]. 

실제로 본 연구자는 치료 시 ‘음성을 산출하는 행위’보다는 ‘어

떤 음성을 산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를 진행하였으

며, 치료 절차에서 언급했듯이 ‘소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도

록 하여 구강 및 인두강이 최대한 확장된 소리를 유도하는 것

에 집중했다. 또한 본 연구자의 치료과정에서 관찰된 임상 경

험상 음성 전방화의 수행력이 높은 환자들이 치료 초기 음질 

개선과 음성치료의 예후가 좋았다. 3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일부의 환자들은 1-2회기의 치료에서 음성 전방화를 수행하

지 못한 환자들이었다. 이처럼 활창과 허밍을 결합한 음성치

료는 후두 긴장 완화는 물론 음성 전방화를 동시에 실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성대구증 환자들이 보이는 잘못된 

발성 패턴을 수정할 수 있었기에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은 현재 이비

인후과에서 사용하는 검사 도구로는 포먼트 분석을 통한 부

분적인 측정만 가능할 뿐,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한계

가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문틈의 중증도를 0-2의 3점 

척도로 분류하였는데, 14명의 성대구증 환자들 중 11명이 치

료 전 1점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경증의 성문틈을 가진 환자

들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중증 성문틈 환자의 적

은 비율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대구증 환자군의 치료 후 A, S, MTD 중증도에서 

전반적인 개선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성대구증과 같은 기질적 성문틈의 경우 반

폐성도 기법의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7], A

의 경우 치료 전 평가에서 약한 음성을 나타낸 환자가 적어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결론적으로 활창훈련과 허밍을 결합한 음성치료는 성문틈

을 가진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며, 성대구증으로 인

한 성문틈 환자에게도 이 치료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문틈과 MTD가 동시에 관찰되는 경우, 성문틈 개

선을 위한 치료가 MTD를 함께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

려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치료하지 않은 대조군이 없고, 성대구증 환

자군의 경우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치료 후 음성 

개선 효과를 장기적으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함께 추가적인 대상자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하여 음성치료의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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