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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구증(sulcus vocalis)은 성대의 유리연을 따라 길게 홈 

또는 구(groove)가 발생하는 것으로 성대의 전체 혹은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선천적 요인으로 생길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음성 남용이나 염증 등에 의해 손상된 성대 상피층의 함몰에 

의해 발생한다.

성대구증은 일반적으로 쉰 목소리와 고음을 나타내며 후두

내시경 검사에서 양측 혹은 일측으로 성대 내연에 평평하게 깊

은 홈이 관찰되며 발성 시 성대진동이 비대칭이고 성대진동이 

감소하거나 소실된다. 

성대구증은 많은 치료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상

적인 음성을 찾을 수 없으며 의학적 치료로는 비정상적인 점막

과 섬유화된 조직을 제거하는 성대구절제술(sulcussectomy)을 

시행하거나 최근에는 PDL과 같은 수술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성대 부피를 보강하고 성대구조를 재생하기 위해 성대 내 주입

술이 시행되고 있다. 음성치료는 병변을 치료하는 목적이기 보

다는 이차적인 다른 음성장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술 후 성대 

긴장을 감소시키고 음성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다.

I. 음성치료 목표

환자의 자세교정과 호흡 강화훈련, 성대접촉 강화훈련을 통

해 음도를 낮추고 성대 접촉을 늘려 발성 효율을 높이고 발화 

시 목의 통증 및 목의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II. 음성치료 프로그램

1. 자세 세팅 소개: 이완과 자세

2. 호흡 세팅 소개: 흉복식 호흡

3. 발성 세팅 소개: 후두 위치 조정, 성대 접촉 강화 훈련(강

한 성문 attack), Back pressure

III. 환자사례 소개

환자 사례 1. 
○○병원 음성센터 이비인후과 전문의에서 R/O pseudo-

sulcus로 진단받은 만 50세 본 남성은 서울 소재 ○○병원에서 

2014. 4월에 경피적 성대성형술로 injection시술을 받은 것이 

효과가 좋아 Restylane으로 경피적 성형술을 받고자 1달 전 내

원하셨다. 성대 표면은 성대구증인 것처럼 보이지만, 발성 시 

전반적인 진동패턴이 있는 걸로 보아pseudosulcus가 더 적절하

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로서 대화 시 전형적인sulcus

의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고, strobe상에서도 강한 음을 제시했

을 시 성대의 접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시술을 받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음성치료가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되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음성 치료가 의뢰되었다. 이전에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성대마비인 것 같다는 판정을 받으셨으나 ○○병원에

서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왼쪽 성대 움직임이 떨어지지만 성대

마비는 아닌 것으로 후두음성전문의에 의해 진단되었다. 환자는 

목소리 떨림 증상이 있어서 2-3차례 botox injection경험이 있

으시며, 서울소재 병원에서 botox injection 권유를 받으셨으나 

효과가 단기적이며 주기적으로 내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 보톡스 주입을 거부하셨다고 한다. 환자 보고에 의하면, 이전

에 서울 소재 ○○병원에서 음성치료 5회기를 받은 경험이 있

으시지만,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아 음성 치료에 거부

감을 가지고 계셨으며, 환자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본인의 생각

으로는 목소리가 불안정하고 성대가 제대로 접촉하지 않은 느낌

이 든다고 하였다. 주 호소 증상은 쉰 목소리가 나고, condition

에 따라 말이 잘 나오지 않고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가늘고 힘이 

없으며 음성이 떨린다고 하였다. 총 5회기 음성치료를 실시하였

다.

환자 사례 2.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에서 sulcus로 진단받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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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본 남성은 ○○병원에서 2015. 6월에 경피적 성대성형술

로 injection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이후 다시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목소리가 약하고 힘이 없으며 쉰 목소리

가 난다고 호소하였다. 현재 중등학교 교사로서 저녁때에 더 목

소리가 나빠진다고 보고하였다. 환자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본

인의 생각으로는 목소리가 불안정하고 성대가 제대로 접촉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주 호소 증상은 쉰 목소리가 나고, 

말할 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가늘고 힘이 

없으며 말을 많이 하면 목에 통증을 쉽게 느낀다고 하였다. 안 

나오는 소리로 말을 하려고 할 때 전신에 힘이 들어가 귀도 멍멍

하고 괴로울 때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전에 음성 치료를 받은 

경험을 전혀 없으며 경피적 성대 성형술을 받기 전 음성 치료를 

시도해 보기 원하여 음성치료를 실시하였다. 총 6회기 음성치료

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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