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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혀는음식물을소화하는저작기능, 의사소통을가능케하는발

음기능, 악골격계의 발육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1-3). 특히 유아의

경우 수유를 가능케 하며 동통을 감지하는 지각기능을 갖고 있

다. 설소 는 혀의 위치 및 운동과 관련하여 유착된 설소 로 인

한 수유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짧고 낮은 이설근의 위치로 인

해부정교합이야기될수도있다1). 성장을하면서유착된설소

는 혀의 운동을 제한하여 성인형 연하로 이어지지 못하여 개교

증이 나타나거나 혀내 기 습관으로 인한 하악전돌증을 일으킬

수도있으며4), 치은염을야기할수도있다3,5).

이러한유착된설소 로인한설소 유착증은그정의에있어

서 학자마다 다양한 이견이 있으며 진단기준에 있어서도 많은

이견이 있어왔다. Wallace6)는 혀끝이 하악절치의 절단면 전방이

상 나올 수 없는 상태로 정의했으며 Horton등7)은 해부학적 모양

의 이상으로 설소 자체의 짧고 굵은 상태로 정의하 고, 혀 밑

의 섬유성 가 혀끝에 부착된 상태로 표현하기도 하 다. 이를

세분화하여 점막에만 띠처럼 둘리운 경우를 경미한 상태, 설소

및 이설근의 섬유조직이 함께 관여된 경우를 중등도의 상태,

혀가 실제적으로 구강저와 융합된 상태를 심한 상태로 정의한

문헌과“혀 밑의 섬유성 소 가 혀끝에 가까이 부착된 상태”라

고 표현한 문헌도 있8-10). 발음과 관련해서도 Deporte11)와 Greene8)

은 발음장애여부를 진단기준에 포함시켰으며 Sedano12)는‘r’발

음의장애를통해설소 유착증을진단하 다. 

짧은설소 치료에있어그간기준이되어왔던부분은신생아

수유나 악골의 성장, 발음 그리고 설운동장애 등 이었으며 최근

환자나보호자의심미적요구에의해서도실제적인수술이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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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발음장애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술후 설소

유착증 환자의 발음개선을 보고한 논문13)은 있으나 수술진단기

준에 있어 발음장애여부나 개선정도, 연령군 별 비교 등은 부족

하며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객관적인 설소 유착증의 치료기

준을제시한논문은드문편이다14). 

정상 한국인에서의 설소 의 크기와 운동이 발음에 미치는

향에 한 논문15)에서 연령군별 정상인의 설소 길이와 발음정

확도에 한 최근의 조사가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

소 유착증으로 진단받고 설소 절제술을 치료받은 환자들로

부터 설소 크기와 운동 및 발음장애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수술전후에 혀의 운동범위와 발음개선여부를 조사하여 설소

유착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적 기본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설소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20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는 청각이나 시각 등의 감각 장애, 정신지체를 포함하는

인지장애, 신경계나 구어기관의 기질적 장애, 개구장애 그리고

행동장애를 나타내지 않는 정상인으로 5-6세, 7-9세, 10-12세, 13-

15세, 16-18세 연령군으로 나누어 조사하 다. 통계는 비모수통

계인 Kruskal-Wallis 검정과 Mann-Whitney 검정을이용하 다. 

2. 연구방법

(1) 수술전후설소 크기측정

수술전후설소 크기의측정은환자가최 개구상태에서혀

를전상방으로거상시킨후다음의계측항목을거리로측정하

다. 계측자는 0.5mm 단위로 된 자로 측정하여 기록하 다. 수술

후 측정치는 수술 후 3개월경과 후 시행하 다. 연령군 별 정상

군과의 비교는 2.5세 이상부터 18세 이하까지의 건강한 아동 180

명을 상으로한박성희등15)의연구와비교하 다. 

1) 계측항목

A(술술전전), A’’(술술후후) : 설첨에서설소 의시작하는점과의거리

B(술술전전), B’’(술술후후) : 설소 의 시작하는 점에서 양쪽 설하소구

가수직으로만나는점과의거리

C(술술전전), C’’(술술후후) : 양쪽설하소구와수직으로만나는점에서

설소 가하방으로끝나는점과의거리

A/(A+B+C), A’’/(A’’+B’’+C’’) : 설첨에서 설소 의 하방까지의

거리에 한설첨에서설소 의시작하는점과의거리의비

B/(A+B+C), B’’/(A’’+B’’+C’’) : 설첨에서 설소 의 하방까지의

거리에 한설소 의시작부위에서양쪽설하소구가수직으로

만나는점과의거리의비

C/(A+B+C), A’’/(A’’+B’’+C’’) : 설첨에서 설소 의 하방까지의

거리에 한 양쪽 설하소구와 수직으로 만나는 점에서 설소

가하방으로끝나는점과의거리의비

(2) 수술전후혀의최 운동범위측정

수술 전후 최 운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혀를 여러 방향으로

최 운동을 시키고 다음과 같은 계측항목을 측정하 다. 특히

측방및상방운동시혀의타액이피부에묻은지점을계측지점

으로정하여거리를측정하 으며계측자는 0.5mm 단위로된자

로 측정하여 기록하 다. 수술 후 측정치는 수술 후 3개월경과

후 시행하 다. 연령군 별 정상군과의 비교는 2.5세 이상부터 18

세 이하까지의 건강한 아동 180명을 상으로 한 박성희 등15)의

연구와비교하 다. 

1)계측항목

ANT : 혀를 최 한 전방으로 내 었을 때의 설첨과 혀의 복면

이상순과접하는곳까지의거리

RT : 혀를 최 한 우측으로 내민 위치와 우측 구각부의 홍순

변연과의거리

LT : 혀를최 한좌측으로내민위치와좌측구각부의홍순변

연과의거리

Fig. 1. Schematic drawing of the ventral view of the tongue

(a, tongue tip; b, initiating point of the lingual frenum; c,

contacting point on crossing the two sublingual caruncles

in the lingual frenum; d, terminating point of the lingual

frenum;, orifice of submandibular duct; A, distance from

the tongue tip to the initiating point of the lingual frenum; B,

distance from the initiating point of the lingual frenum to the

point connecting the two sublingual carnucles to the lingual

frenum perpendicularly; C, distance from the point

contacting the line crossing the two sublingual caruncles

with the lingual frenum to the terminating point of the lingual

frenum); B+C, length of lingual fr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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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 : 혀를최 한상방으로내민위치와상순부의홍순변연과

의거리

(3) 조음평가

발음은 자음정확도를 검사하는 그림자음검사16)를 이용하여 설

소 절제술 전후에 평가하 다. 그림자음검사는 아동이 그림을

보며검사자가유도하는질문이나언어적인촉진에 하여자발

적으로 명명하거나 검사자의 발음을 따라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유아에게사용할때는보호자나검사자가그림을보여주면서단

어를 발음해 주어 유아가 그것을 따라하도록 하며 5-9세 정도의

취학 전 또는 저학년 아동들에게는 그림을 제시하여 아동이 그

그림에 하여명명하거나설명하도록하고 10세이후의고학년

아동이나 성인에게는 그림을 사용하기보다는 유도 문장들을 이

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모든 한국어 자음들이 어두-초성, 어중-

중성, 어말-종성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25개의 단어로 구성하여

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자료의 분석은 19개의 한국어 자음들

이 단어의 위치에 따라 발음의 난이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위치의 음소들을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

해, 총 43개의 음소에 한 자음정확도를 산출하 다16). 이 방법

은 목표 음소에 하여 그 발음이 맞다, 틀리다로 이분화하여 채

점함으로써 43개의 음소 중 몇 %가 정확하게 발음되는 가를 평

가하 다. 연령군 별 정상군과의 비교는 2.5세 이상부터 18세 이

하까지의 건강한 아동 180명을 상으로 한 박성희 등15)의 연구

와비교하 다. 

(4) 수술방법

수술 방법은 일관된 방법을 택하지 않았으며 타원형 절제법과

이에 Z형 피판을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Z형 피판은 술자

에 따라 두곳 이하에서 시행되었다. 두 방법 모두 설소 의 절제

와 함께 이설골근의 절제술도 함께 시행하여 혀의 신장 및 운동

량증가를도모하 다. 

Ⅲ. 연구결과

수술을 시행받은 조사군은 정상아동군과 5-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 연령군으로 나누어 설소 부위의 해부학적 구

조와운동그리고발음에 한 향을조사하 으며수술전후의

설소 길이와 운동 그리고 발음에 한 비교를 다음과 같이 파

악하 다. 

1. 수술 전 설소 부위의 크기

설첨에서 설소 의 시작하는 점까지의 거리(A)와 설소 의 시

작하는점에서양측설하소구가설소 와수직으로만나는점까

지의 거리(B), 그리고 양측 설하소구가 설소 와 수직으로 만나

는 점에서 설소 가 하방으로 끝나는 점까지의 거리(C)는 조사

군에서 정상군과 비교 시 A의 길이는 짧게 나타났으며 B의 길이

는 길게 조사되었다. Kruskal-Wallis검정에서 모두 정상군과 조사

군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Mann-Whitney

검정에 의한 연령군 간의 비교 시 A는 모든 연령군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B는 10-12세와 13-15세 연령군 간

에서통계학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5). 

또한 전체 설길이에서 각 해부학적 구조의 길이 비율인

A/(A+B+C), B/(A+B+C), C/(A+B+C)는 조사군에서 정상군과 비교

시 설첨부위의 길이비율인 A/(A+B+C)가 전체 혀의 길이에서 적

은부분을차지하고상 적으로설소 부위의길이비율이크게

나타나ST다. Kruskal-Wallis검정에서모두정상군과조사군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Mann-Whitney검정에 의

한연령군간의비교시 7-9세연령군에서 A/(A+B+C)만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고 13-15세 연령군에서는 A/(A+B+C), B/(A+B+C)가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으며(p<.05) 16-18세 연령군에서는 통계

학적유의성을보이지않았다(p>.05). 즉술전설소 유착증환자

에 있어 정상군과의 비교에서 연령군 별로 설첨 및 설소 의 길

이차이를보 다.

2. 수술 전 설운동량

정상군과 조사군의 설운동량의 비교 시 전방최 운동(ANT)과

상방최 운동(SUP)이설소 유착증환자의경우상당히제한적

이었으며 좌우측최 운동(LT,RT)은 정상군과 조군사이의 차

이가 적었다. Kruskal-Wallis검정에서 혀의 전방최 운동과 혀의

상방최 운동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고 혀의 좌우측최

운동은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Mann-Whitney검정에

의한 연령군 간의 비교 시 7-9세 연령군에서 ANT만 통계학적 유

의성을 보 고 나머지 연령군에서는 ANT와 SUP 모두에서 통계

학적 유의성을 보 다(p<.05). 즉 술 전 설소 유착증환자에 있

어 정상군과의 비교에서 설운동량은 전방 및 상방최 운동에서

차이를보 다.

3. 수술 전 자음정확도(PCAT)

정상군과 조사군의 자음정확도 비교 시 전체적으로 정상군에

비해조사군의설소 유착증환자들은낮은자음정확도를나타

내었다. Kruskal-Wallis검정에서 두군 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으며 Mann-Whitney검정에 의한 연령군 간의 비교 시 5-6세 연

령군에서 정상연령군과 자음정확도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으며 나머지 연령군에서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p>.05).

4. 수술 후 설소 부위의 크기

정상군과 조사군의 혀의 해부학적 구조에 의한 검사에서는 술

후 설첨의 길이가 정상군의 범주에 들거나 오히려 길게 측정되

었으며 설소 부위의 길이는 짧게 측정되었다. Kruskal-Wallis검

정에서 A’만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으며 Mann-Whitney검정에

의한 연령군 간의 비교 시 5-6세, 10-12세, 16-18세 연령군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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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통계학적유의성을보 고 7-9세, 10-12세연령군에서 A’가통

계학적유의성을보 다(p<.05).

또한전체설길이에서각해부학적구조의길이비율도설소

부위의 길이비율인 B’/(A’+B’+C’)가 정상군에 비해 조사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Kruskal-Wallis검정에서 B’/(A’+B’+C’)가 통계학

적유의성을보 으며 Mann-Whitney검정에의한연령군간의비

교 시 5-6세, 10-12세 연령군에서 A’/(A’+B’+C’), 13-15세 연령군

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군에서 B’/(A’+B’+C’)가 통계학적 유의

성을 보 다(p<.05). 즉 술 후 조사군의 설소 부위의 크기는 설

첨부위의길이증가와설소 의길이감소를보 다. 

5. 수술 후 설운동량

정상군과조사군의설운동량의비교시술전제한적이었던혀

의 전방최 운동(ANT) 및 상방최 운동(SUP)이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술 전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좌우측최 운

동(LT, RT)은 증가량이 크지 않았다. Kruskal-Wallis검정에서 혀의

전방최 운동과 혀의 상방최 운동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고 혀의 좌우측최 운동은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Mann-Whitney검정에 의한 연령군 간의 비교 시 ANT는 10-12세

연령군을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고

SUP는 13-15세, 16-18세 연령군을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통계

학적 유의성을 보 다(p<.05). 즉 술 후 조사군의 설운동량은 전

방및상방최 운동량의증가를보 다.

6. 수술 후 자음정확도(PCAT)

조사군의자음정확도는술후측정시모든연령군에서정상군

의 자음정확도 범주에 포함되었다. Kruskal-Wallis검정에서 두군

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05). 술 전 유의한 차

이를보 던 5-6세연령군에서의유의성있는자음정확도의 개선

과다른연령군에서다소간의발음개선을나타내었다.

7. 수술 전후의 비교

20명의환자에서수술전후의설소 길이및전체혀길이에서

Table 1. Preoperative length of the tongue and movement of the tongue

8 3 6 7 0.19 0.38 0.44 -3 3 2.5 -6 93.02

5 6 7 5 0.33 0.39 0.28 -1 2 2 1.5 97.67

11 10 15 7 0.31 0.47 0.22 21 5 6 2 100

18 12 10 10 0.38 0.31 0.31 6 6 4 0 100

18 10 8 5 0.43 0.35 0.22 6 5 6 2 95.35

7 12 9 7 0.43 0.32 0.25 6 6 3 4 97.67

12 8 17 7 0.25 0.53 0.22 13 0 1 -1 97.67

8 8 22 6 0.22 0.61 0.17 4 5 5 0 100

13 4 18 5.5 0.15 0.65 0.2 1 3 2 1 100

11 8 19 6 0.24 0.58 0.18 2.5 3 3 2 100

17 5 16 4 0.2 0.64 0.16 -1 1 1 0 100

10 10 15 5 0.33 0.5 0.17 5 3 3 5 100

14 10 13.5 5.5 0.34 0.47 0.19 5 5 5 0 97.67

5 6 12 6 0.25 0.5 0.25 3 4 4 2 97.67

7 8 17 5 0.27 0.57 0.17 5 5 5 2 95.35

4 3 12 6 0.14 0.57 0.29 0 2 2 1 93.02

9 12 15 14 0.29 0.37 0.34 20 9 10 9 100

5 7.5 11 5.5 0.31 0.46 0.23 8 6 6 2 93.02

5 9 8.5 6 0.38 0.36 0.26 10 8 9 3 95.35

14 7 16 4 0.26 0.59 0.15 0 1 1 -1 100

NOTE. A, distance from the tongue tip to the initiating point of the lingual frenum; B, distance from the initiating point of the lingual frenum to the point

connecting the two sublingual carnucles to the lingual frenum perpendicularly; C, distance from the point contacting the  line crossing the two sublingual

caruncles with the lingual frenum to the terminating point of the lingual frenum; ANT, at the maximal protrusion of the tongue, distance from the tongue

tip to the point connecting the upper lip to dorsum of the tongue; RT, at the maximal laterotrusion(Rt.) of the tongue, distance from the tongue tip to the

vermilion border at Rt. corner of the mouth; LT, at the maximal laterotrusion (Lt.) of the tongue, distance from the tongue tip to the vermilion border at

Lt. corner of the mouth; SUP, at the maximal superior extention of the tongue, distance from the tongue tip to the vermilion border of the upper lip

Age A B C A/A+B+C B/A+B+C C/A+B+C ANT RT LT SUP P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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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 설운동량, 자음정확도는 술 후 설첨의 길이증가와 이로

인한 설운동량의 증가 및 개선된 자음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

다. Kruskal-Wallis검정에서모두통계학적유의성을보 고각연

령군 간의 비교에서도 Mann-Whitney검정에서 모두 통계학적 유

의성을 보 다. 단, C’/(A’+B’+C’)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p>.05). 

Table 2. Postoperative length of the tongue and movement of the tongue

8 18 2 10 0.6 0.07 0.33 10 7 7 5 97.67

5 21 2 8 0.68 0.06 0.26 8 6 6 7 100

11 24 0 10 0.71 0 0.29 25 7 9 4 100

18 22 5 10 0.59 0.14 0.27 18 7 7 7 100

18 18 1.5 6 0.71 0.06 0.24 18 8 8 6.5 100

7 15 5 6 0.58 0.19 0.23 10 6 6 6 100

12 43 0 5 0.9 0 0.1 24 14 16 8 100

8 20 17 5 0.48 0.4 0.12 12 10 10 7 100

13 18 3 5 0.69 0.12 0.19 15 7 7 8 100

11 19 1 6 0.73 0.04 0.23 11 6.5 6 6 100

17 13 5 4 0.59 0.23 0.18 12 6 6 7 100

10 18 5 5 0.64 0.18 0.18 10 6.5 6.5 7 100

14 15 8 5 0.54 0.29 0.18 15.5 7.5 7 6 100

5 18 0 5 0.78 0 0.22 10.5 7 7 7 100

7 15 5.5 5 0.59 0.22 0.2 8.5 7 7.5 7 97.67

4 13 2 6 0.62 0.1 0.29 8 5.5 5 7 97.67

9 27 15 14 0.48 0.27 0.25 25 14 13 10 100

5 17 4 6 0.63 0.15 0.22 16 7.5 7.5 7 97.67

5 12 3 8 0.52 0.13 0.35 12 12 10 4 97.67

14 17 10 7 0.55 0.32 0.13 5 4 3 1 100

NOTE. A, distance from the tongue tip to the initiating point of the lingual frenum; B, distance from the initiating point of the lingual frenum to the point

connecting the two sublingual carnucles to the lingual frenum perpendicularly; C, distance from the point contacting the  line crossing the two sublingual

caruncles with the lingual frenum to the terminating point of the lingual frenum; ANT, at the maximal protrusion of the tongue, distance from the tongue

tip to the point connecting the upper lip to dorsum of the tongue; RT, at the maximal laterotrusion(Rt.) of the tongue, distance from the tongue tip to the

vermilion border at Rt. corner of the mouth; LT, at the maximal laterotrusion (Lt.) of the tongue, distance from the tongue tip to the vermilion border at

Lt. corner of the mouth; SUP, at the maximal superior extention of the tongue, distance from the tongue tip to the vermilion border of the upper lip

Age A’ B’ C’ A’/A’+B’+C’ B’/A’+B’+C’ C’/A’+B’+C’ ANT’ RT’ LT’ SUP’ PCAT’

Table 3. Discriptive value of preoperative tongue size, movement of the tongue, and PCAT

MEAN 7.93 13.35 6.33 0.29 0.48 0.24 5.53 4.10 4.03 1.43 97.67

SD 2.80 4.37 2.23 0.08 0.11 0.07 6.45 2.34 2.52 2.87 2.61

NOTE. PCAT, Picture Consonant Articulation Test

Table 4. Discriptive value of postoperative tongue size, movement of the tongue, and PCAT                      

MEAN 19.15 4.70 6.80 0.63 0.15 0.22 13.68 7.93 7.73 6.38 99.42

SD 6.73 4.68 2.50 0.10 0.11 0.07 5.82 3.10 2.85 1.84 1.04

A B C A/A+B+C B/A+B+C C/A+B+C ANT RT LT SUP PCAT

A’ B’ C’ A/A+B+C B/A+B+C C/A+B+C ANT RT LT SUP P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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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Catlin 등17)에의하면 1764년에출간된‘A Young Wife’s Guide to

the Management of her children’에서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여금

손톱으로 설소 를 잘라줄 것을 권고하 으며 Marmet18)은 1794

년 한 외과의사가 신생아의 설소 절제가 거의 통증 없이 행해

질 수 있으며 수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다고 인용하 다.

아주오랫동안설소 와관련된여러가지견해들이있어왔는데

부모나 많은 의사들조차도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 신생아 때 통

증 없이 제거 가능하다는 주장19)에서부터 설소 의 절제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이해되어왔다. 근래까지의 설

소 절제술의 적응으로는 저작, 발음, 수유 및 혀의 운동제한과

부정교합유발가능성등으로보고되고있으나학자들마다이견

이 많으며 각각의 진단기준에 있어서도 모든 경우에 있어 신뢰

성을 가지고 진단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20). 또한 다수가 설소

유착증을단순히해부학적인이상으로규정하고있는데이런

경우 기능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인 이상만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학자들

도 혀의 전방운동 시 생기는 절흔6)이나 상악치조제와의 접촉여

부21)등을 진단 및 수술 기준으로 삼기도 하 다. Nicholson22)은 유

아에서 심한 설유착으로 모유의 섭취장애, 유두 외상이나 혀의

연하작용 제한시 시행하기를 권했고 Mukai 등23)은 신생아들에게

서 설소 유착증이 있는 경우 피부와 모발에 증후를 보이면서

호흡곤란, 후두 및 후두개의 변이가 관찰되며 동맥산소포화율의

감소를 보이는 경우 등에 주저 없이 설소 절제술을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도 수술을 받게 된 주소가 실험군의 반 이상에서

교정과, 소아치과 및 개인치과의원에서 의뢰된 경우 으며 그러

한 경우 명백한 진단의 기준 없이 임상적 검사만으로 의뢰된 경

우가많았다.

설소 절제술의시기에있어서도많은이견이있다. Catlin 등17)

의 보고와 같이 중세 프랑스에서는 산파에 의해 손톱으로 설소

를 찢었거나 심지어 부모들로 하여금 직접 설소 제거를 추

천하기도 하 다. 그러나 Wallace6)의 주장과 같이 출생 시 혀는

거의모든경우짧고이당시의설소 는성장함에따라점점길

이가 줄어들거나 파열되어 혀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므로 출생

직후나 유아기 때 쉽게 설소 의 절제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부분 만5세 정도까지 설

소 유착증의치료를보류하고성장정도를관찰하는것이적절

하며설소 절제술이어떤진단기준에의해필요한경우 5세이

후시행하는것이적절하다는보고가많다6,17,24). 

설소 유착증의 진단과 발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

과 논란이 있는데 McEnery 등25)은 설소 크기와 발음의 관계에

한 모든 것이 논란의 상이라고까지 하 으며 학자에 따라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3)에서부터 치조음 등에 향을 미친

다는의견5,26,27)까지다양하다. Ayers 등26)은‘T, D, L, N, R, TH’등의

발음에장애를가져올수있다고하 으며 Notesitine27)은짧은설

소 가언어습득의시작을지연시키는않으나발음에 향을줄

수 있다고 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설소 절제술 후 그림자음

검사법을 이용한 조사에서 자음정확도의 개선이 있었다는 보고
13)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림자음검사법16)을 이용하여 설소

유착증 환자의 발음검사를 시행하 다. 설소 단축증시 특히

치조음 즉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에 장애를 유발하

므로‘ㄴ,ㄹ,ㅅ’등과 같은 특정 자음의 평가만으로도 감별진단

이 가능하나 전반적인 자음의 평가를 위해 19개 한국어 자음 및

Table 5. Properbility by Mann-Whitney test among tongue size, movement of the tongue, and PCAT between  normal

and preoperative patients in each age group 

5-6yr .014 .257 .054 .003 .369 .069 .000 .237 .837 .202 .048

7-9yr .000 .001 .022 .000 .000 .036 .002 .036 .093 .042 .453

10-12yr .001 .003 .260 .001 .001 .930 .000 .054 .030 .000 .382

13-15yr .006 .752 .410 .171 .142 .821 .006 .279 .462 .006 .513

16-18yr .589 .432 .075 .075 .868 .012 .003 .817 .817 .018 .432

Table 6. Properbility by Mann-Whitney test among tongue size, movement of the tongue, and PCAT between  normal

and postoperative patients in each age group 

5-6yr .082 .000 .146 .026 .000 .048 .001 .004 .005 .031 1.000

7-9yr .012 .536 .077 .086 .016 .086 .005 .002 .003 .003 .170

10-12yr .002 .000 .073 .001 .000 .310 .146 .002 .002 .036 1.000

13-15yr .701 .382 .745 .701 .614 .745 .004 .382 .837 .977 1.000

16-18yr .944 .002 .780 .145 .010 .314 .019 .062 .051 .075 1.000

Age A B C A/A+B+C B/A+B+C C/A+B+C ANT RT LT SUP PCAT

Age A’ B’ C’ A/A+B+C B/A+B+C C/A+B+C ANT RT LT SUP P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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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의 음소를 평가하여 설소 크기와 발음의 관계에 한 평

가를 시행하 다. 자음정확도는 발음장애의 선별검사에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기는 하나 자음정확도만으로 모든 발음장애를 진

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평가방법보다 발음

장애의진단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으며이미수년간다른논

문들을 통해 검증되었고 취학 전 아동의 발음 평가와 특히 설소

의 크기에 관련한 발음의 평가에는 가장 유용하다. 발음장애

시 나타나는 현상은 음소를 빠뜨리고 발음을 하지 않는 생략

(omission), 목표 음소 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치

(substitution), 음소를변이음으로발음하는왜곡(distortion), 목표음

소에 필요 없는 다른 음소를 첨가하는 첨가(addition)등이 있다16).

자음정확도에는 이러한 왜곡, 치, 첨가된 단어들을 평가하는

조절자음정확도와 단지 정확하게 발음한 갯수만을 평가하는 일

반 자음정확도가 있는데 이들 검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

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 자음정확도로 발음평가를 하 다.

설소 유착증을 가지지 않은 정상인과 본 연구와의 비교는 동

일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령군 별 180명의 설소 길이, 설운동

량, 자음정확도를 측정한 박성희 등15)의 논문을 인용하여 시행하

다. 실제로 명백한 혀의 운동성 장애를 보이는 경우에도 발음

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는 보고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술 받은 환자에서도 5-6세 연령군을 제외하고는 명백한 발음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적었다. 오히려 이러한 연령군 이상의 나

이에서는 발음장애보다는 오히려 심미적인 요구나 교정학적 요

구에의해부모나교정의에의해의뢰되었음을알수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특정 연령군 이상에서 자음정확도를 조사해본 결과

학동기를 지나면서 짧은 혀의 운동량을 보상하기 위해 환자 스

스로가 발음하는 법을 채득하여 발음에는 장애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이들의 수술에 한 적응으로는 문화의

변화로 인한 성생활의 중요성과 심미적인 요구를 들 수 있겠다.

반면 5-6세 연령군에서는 부모나 의사가 인지하지 못한 발음장

애를 자음정확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술 후 개선된

점을 통계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는 설소 유착증을

진단하는데 있어 발음장애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수술적응을 판

단하는데중요한기준이될수도있다는것을본연구를통해알

아볼수있었다. 

본연구에서시행한수술환자의설소 부위크기는정상연령

군과 비교했을 때 수술 전 비교에서 설첨과 설소 의 길이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여 특정 진단기준 없이 의뢰된 경우에도

명백한설소 단축을확인할수있었으며설운동량도전방최

운동과 상방최 운동이 정상군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 다. 이

는 통상적인 설소 유착증의 진단에 있어 의뢰의사나 부모가

그간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주로 혀의 길이와 운동량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술 후 설소 부위의

크기는 정상연령군과 비교 시 수술로 인한 설소 의 절제로 설

첨의 길이가 증가되었고 상 적으로 정상연령군에 비해 설소

의 길이는 짧게 조사되었다. 수술 후 설운동량도 정상연령군에

비해측방운동을제외하고는오히려높은수치로조사되어수술

에 의해 해부학적 및 기능적으로 설운동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음정확도로서 조사된 발음에 미치는 향은 정상연령군에

비해 조사군에서 수술 전 수치가 낮게 나타났으며 수술 후 발음

개선이 관찰되었고 이는 정상연령군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었

다. 비록학동기(7-9세연령군)를지난연령군에서발음장애를보

이지 않는 설소 유착증환자도 있었지만 이들이 저연령 시 발

음의 장애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저연령 시

의 아동에서 설소 절제술로 발음장애의 개선을 기 할 수 있

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술 전 다른 연령군에서는 정상

연령군과의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러한 현상은 성장하면

서 발음개선을 기 할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입학하기전아동들의학교생활및친구사이의 화

문제등을우려하여발음장애개선을위해내원한환자들이많았

으며실제로많은환자들이자음정확도조사에서낮은수치를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 후에도 발음의 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이있었으므로이들이성장후발음의개선여부를단정하

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또한성장 후의설소 절제술후

발음개선의정도가저연령층의경우보다더낮은점을고려한다

면 첫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아동들의 설소 유착증 진단에 있

어 다른 요소들과 함께 발음검사 후 설소 절제술을 시행함으

로서 아동들의 화생활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설소 유착증의 진단과 수술의 적응에 있어 혀

의 길이 및 설운동량의 측정과 함께 저연령아동(5-6세 연령군)의

발음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설소 절제술의 시기도

이 무렵(5-6세)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표본

의 수가 적어 연령군 별 충분한 비교가 되지못한 것으로 생각되

며 차후 좀더 누적된 비교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만으로는 정확한 수술시기 결정에는 통계학적 판단

이 어려우나 다른 기능장애와 함께 발음장애 여부조사를 통해

수술적응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좀더 많은

환자에 한 조사로 발음양상에 한 음소별 차이와 세분화된

연령층의 설소 유착증환자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발음장애가 없는 아동에 있어 설소 절제술의 적응을 밝히고

설운동량과 발음장애여부의 연관성을 이끌어내는 연구가 필요

할것으로사료된다. 

V. 결 론

저자는 설소 절제술이 설운동과 발음에 미치는 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부산 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시술받은 20

명의 설소 유착증환자를 5-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

연령군으로 구분하여 수술전후 설소 의 크기와 혀의 전방, 측

방 및 상방 최 운동 및 자음정확도 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

은결론을얻었다.

1. 수술 전 조사군의 설소 크기는 정상연령군과의 비교에서

설첨의 크기가 증가하 고 설소 부위의 크기가 감소하

다.  

2. 수술전조사군의설운동량은정상연령군과의비교에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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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운동과 상방최 운동에서 명확한 설운동 장애를 보 으

며, 측방운동에서는통계학적유의성을보이지않았다. 

3. 수술 전 조사군의 자음정확도 조사에서 5-6세 연령군에서 정

상연령군에비해자음정확도가낮게나타났으며타연령군에

서는통계학적유의성이없었다.

4. 수술 후 조사군의 자음정확도 조사에서 모든 연령군에서 정

상연령군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선을 보 고,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는발음장애를보 던 5-6세군의자음정확도가증가

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설소 유착증 환자의 진단기준으로 해부학적

인 혀의 부위별 길이와 기능적인 설운동량의 조사와 함께 발음

조사가 수술적응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되며 수술시기로

는 만 5-6세 연령군 때 시행하는 것이 해부학적인 설첨의 길이증

가및설운동량개선과함께발음개선을도모하는측면에서추천

된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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