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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 tension dysphonia (MTD) is a voice disorder characterized by excessive tension of the 
laryngeal muscles during phonation. Voice therapy is the gold standard of treatment for MTD. 
However, patients with MTD do not always respond to voice therapy. Multidisciplinary ap-
proaches have been attempted to treat intractable MTD such as lidocaine instillation, lidocaine 
injection to recurrent laryngeal nerve, botox injection and excision of false ventricle using CO2 
laser. Recently, injection laryngoplasty is suggested that assists in more efficient phonation and 
voice therapy to MTD patients. A patient with intractable MTD underwent lidocaine injection 
and injection laryngoplasty showed improved voice quality and remained stable until postop-
erative 3 months without any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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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긴장성 발성장애(muscle tension dysphonia)는 발성 시에 후두내근과 후두외근의 

과도한 긴장에 의해 노력성 발성, 고음의 가성 발성, 음이탈 등이 나타나는 발성장애이다

[1]. 음성치료는 근긴장성 발성장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로, 선행된 많은 연구에서 

음성치료가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2]. 그러나 29%의 

근긴장성 발성장애 환자에서 음성치료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며[3], 이러

한 난치성 근긴장성 발성장애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본 증례는 

수십 차례의 음성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난치성 근긴장성 발성장애 환자에서 성대 주입

술 및 리도카인 주입술을 시도하여 효과적인 음성 개선을 보인 사례가 있어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국내에서 최초로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30세 여성이 수개월간 지속된 목소리 변화를 주소로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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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하였다. 굴곡 후두 내시경 및 후두 스트로보스코피 검사 

상 후두의 구조적인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발성 시에 후두주

위근의 지나친 긴장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후성대의 비접촉 

소견과 이로 인한 고음의 애성이 확인되었다(Fig. 1). 발성 시 

후두주위근의 과도한 수축을 보이며 특징적인 노력성 발성 

소견을 통해 근긴장성 발성장애로 진단하였으며, 본원에서 

음성치료를 시행하였다. 5개월에 걸쳐 10회 이상 음성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목소리 호전이 없었으며 환자는 지속적으로 발

성 시 후두 외근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

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경감의 목적으로 후두외근에 해

당하는 설골상근 및 설골하근에 4% 리도카인 주입술을 시

행하였고, 경윤상갑상막 접근법(transcricothyroid membrane 

approach)을 통해 기관과 후두 점막에 4% 리도카인 점적(li-

docaine instillation)을 2차례 시행하였다. 각 시술 후 2개월

간 증상 호전을 보였으나 이내 악화되었으며, 굴곡 후두 내시

경 검사상 성대 긴장(vocal fold tension)의 증가와 성대 틈

(glottic gap) 소견을 보여 발성에 도움을 주고자 성대 주입술

을 계획하였다(Fig. 1).

국소마취 하 굴곡 후두 내시경을 이용하여 성대 틈을 확인

하였고, 경갑상설골막 접근법(transthyrohyoid membrane 

approach)을 통해 양측 성대근육층(vocalis muscle) 내에 

calcium hydroxylapatite (RadiesseⓇ; BioForm Medical, 

San Mateo, CA, USA)를 0.7 cc씩 주입하였다. 이후 설골상근

과 설골하근에 4% 리도카인을 주입하였고, 기관과 후두 점막

에 4% 리도카인 점적 후 수술을 마쳤다. 

수술 일주일 후부터 음성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3개월 

이후 외래 추적 관찰상 굴곡 후두 내시경 소견에서 성대 틈 

소견 없이 성대 접촉(glottal contact)이 유지되었다(Fig. 2). 

발성 시에 보이던 과도한 후두주위근 긴장 및 통증 소견은 관

찰되지 않았고 주관적으로 애성 또한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수술 3개월 이후 시행한 음성 분석 결과에서 주관적 음성

평가 지표인 음성장애지수(voice handicap index) 수치는 수

술 전 35점에서 5점으로 호전을 보였으며, 음성 검사상 객관

적 음성평가 지표인 최대발성시간(maximum phonatory time), 

주파수변동률(jitter), 진폭변동률(shimmer), 배음 대 잡음비

(harmonics to noise ratio) 모두 호전을 보였다(Table 1). 수

술에 대한 만족도(procedure satisfaction; 0-10) 또한 10점

Fig. 1. Larygoscopic view. A: Incomplete posterior glottal closure is seen during phonation. B: A year after the treatment of voice therapy, 
glottic gap appeared. 

A B

Fig. 2. Postoperative 3 months laryngoscopic exam. Glottal con-
tact remained stable without any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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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게 유지되는 상태로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에 있다. 

고      찰

근긴장성 발성장애는 발성 시 후두내근과 후두외근에 과도

한 긴장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장애로, 애성, 노력성 발성, 고

음의 가성 발성, 음이탈과 같은 음성 증상을 보인다[1]. 성대결

절, 성대마비, 성대구증 등과 같은 후두에 기질적인 요인이 있

어 발성 시 보상적으로 근긴장이 증가하는 경우 속발성 근긴

장성 발성장애로 분류되며[4], 원발성 근긴장성 발성장애는 

명백한 후두 점막 및 신경학적 병변이 없이 후두근육의 부적

절한 긴장에 의해 발생한다[5]. 후두 내시경 검사에서 성문 및 

성문 상부의 수축이 관찰되며, 후두 상승 소견, 후두주위근

의 통증, 후두주위근의 긴장도 증가 소견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4]. 원발성 근긴장성 발성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불

분명하나 다양한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근긴장성 발성장애의 치료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후

두마사지 및 음성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이다. 그러나 

29%의 근긴장성 발성장애 환자에서 음성치료가 효과가 없다

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며[3], 이러한 난치성 근긴장성 발성

장애의 치료로 리도카인이나 보톡스를 이용하는 방법 및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가성대를 절개하는 수술적 방법 등 다양

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7-9]. 근긴장성 발성장애의 중요 병

태생리 중 한 가지로 후두의 감각 과민으로 인해 과도한 되먹

임 작용(feedback)이 발생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수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되먹임 작용을 후두 

수준에서 차단하기 위해 Dworkin 등[10]은 리도카인을 경윤

상갑상막 접근법을 통해 기관에 주입하여 기침 반응을 유발

한 후, 이를 통해 기관, 성문 및 성문 상부 점막에 도포하는 리

도카인 점적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성문 상부 근육의 과긴장

성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저자는 앞의 논문 내용에 따라 두 

차례 리도카인 점적을 시행하였고, 이와 함께 과도한 수축을 

보이는 후두주위근을 이완시키고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통증

을 경감하기 위해 설골상근과 설골하근에 직접 리도카인을 

주입하였다. 시술 후 후두주위근의 긴장 및 통증이 호전되었

으며, 목소리 증상 및 객관적 음성평가 지표 모두 호전을 보였

으나 시술 2개월 이후 증상이 다시 악화되었고, 외래 내원하

여 시행한 굴곡 후두 내시경 검사에서 성대 긴장 증가로 인한 

성대 틈 소견이 관찰되었다. Novakovic 등[11]은 성대 틈을 보

이는 난치성 근긴장성 발성장애 환자들에게 성대 주입술을 

시행하였고, 이는 효율적인 발성을 도와주고 성대 진동을 균

일하게 하여 음성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조치료법(sal-

vage treatment)임을 주장하였다. 저자는 한 차례 더 리도카

인 점적 및 주입술을 시행하였고, 발성에 도움을 주고자 성대 

주입술을 시행하여 성대 틈을 없애고 성대 접촉을 좋게 하였

다. 호전된 성대 접촉은 환자의 발성 및 음성치료에 도움을 주

었으며, 수술 이후 3개월째 발성 시 통증 및 주관적, 객관적 음

성지표 모두 호전을 보였다.

본 증례는 근긴장성 발성장애의 주된 치료인 음성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근긴장성 발성장애 환자에게 리도카인 

점적과 주입술을 통해 후두주위근의 과도한 긴장과 통증을 

호전시켰으며, 발성 및 음성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성대 주입술

을 시행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국내에서 최초로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난치성 근긴장성 발성장애; 리도카인 주입술; 성

대 주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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