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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Functional aphonia refers to in which by presenting whispering 
voice and almost producing very high-pitched tensed voices are produced. Voice therapy is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but there is a lack of consensus for application of voice therap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ocal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aphonia and the 
effect of voice therapy applied accordingly.
Materials and Method  From October 2019 to December 2020, 11 patients with functional 
aphonia were treated using voice therapy which was processing three stages such as vocal 
hygiene, trial therapy, and behavioral therapy. Of these, 7 patients who completed the voice 
evaluation before and after voice therapy was enrolled in this study. By retrospective chart review, 
clinical information such as sex, age, symptoms, duration, social and medical history, process of 
voice therapy, subjective and objective findings were analyzed. Voice parameters before and af-
ter voice therapy were compared.
Results  In GRBAS study, grade, rough, and asthenic, and in Consensus Auditory-Perceptual 
Evaluation of Voice, overall severity, roughness, pitch, and loudnes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voice therapy. In Voice handicap index, all of the scores of total and sub-categori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objective voice analysis, jitter, cepstral peak prominence, and maxi-
mum phonation tim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Conclusion  The voice therapy was effective for the treatment of functional aphonia by restor-
ing patient’s vocalization and improving voice quality, pitch and loudness.

Keywords   Dysphonia; Functional aphonia; Voice training; Voice therapy.

서      론

기능적 음성장애(functional voice disorders)는 성대의 기질적 병변이나 신경학적 병변

없이 목소리에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한다[1]. 이 중에서도 기능적 실성증(func-

tional aphonia)은 연속발화에서 리듬, 운율에 문제를 보이지 않으나 목소리가 약화

(lacking)되어 속삭이는(whisper) 음성으로 나타나며 거의 소리가 없거나 긴장된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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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매우 높은 고음만 짧게 산출된다[2-4]. 

기능적 음성장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급성 후두염, 과도한 음성남용, 외상, 성대 점막의 광범위한 절

제와 같은 수술 후 변화, 갑작스런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5].

음성치료는 기능적 음성장애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며, 기능적 실성증에서 음성치료 후에 종종 극적이고 신속한 

음성향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음성치료의 도입시기는 실성증

이 오래될 경우 음성장애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가능한 조기에 시행되어야 한다[5]. 기능적 실성증의 치료

를 위해선 음성위생 교육, 환경 인식, 상담 등의 간접적인 음

성치료와 정상적인 음성 산출을 위한 생리적 발성, 차폐, 후두

마사지, 성문기능훈련 등이 시행될 수 있다[1,3,6].

기능적 실성증으로 진단되었을지라도 환자 개개인의 음성

특징과 성대 운동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일률

적인 치료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환자의 발성 상태

에 따른 문제 요인을 확인 한 후 최적의 음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중재법이 가

장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연구나 합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실성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

료를 얻고자 기능적 실성증의 치료 과정에서 파악된 발성 특

징과 이에 따라 적용된 음성치료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문

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9년 10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기능적 실성증으로 진단받고 음성치료를 실시한 11명의 환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말(speech)의 운율, 리듬은 정상이지만 

속삭이는 음성으로 산출되며 후두스트로보스코피 검사에서 

성대운동장애나 기질적인 병변이 관찰되지 않지만 성문폐쇄

부전이 나타나는 환자를 기능적 실성증으로 진단하였다.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성별, 나이, 증상, 

증상기간, 음성남용 또는 과용 여부, 정신적 영향 요소, 음주, 

흡연, 과거병력, 후두스트로보스코피 소견, 객관적 그리고 주

관적 음성검사 항목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연구윤

리 심의기구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였다(GAIRB2020-459).

음성치료는 진단 후 일주일 내 도입하였고 치료 기간은 주 

1-2회(30분간)씩 총 8회기를 시행하였으며 치료 종결 후 3개

월의 추적검사를 진행하였다. 

음성분석 

치료 효과 측정을 위해 소음이 통제된 검사실에서 음성치

료 전후 환자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대상자의 입과 마이크 사

이의 거리는 약 10 cm를 유지한 채 편안한 목소리로 /아/를 

3-4초간 발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결발화(산책 문단의 첫 

번째 문장, 가을 문단)를 수집하였다. 

음성샘플의 청지각적 분석을 위해 GRBAS scale로 전반적 

음질(grade, G), 조조성(roughness, R), 기식성(breathiness, 

B), 무력성(asthenic, A), 긴장성(strain, S)을 측정하였다. 또

한 Consensus Auditory-Perceptual Evaluation of Voice 

(CAPE-V)를 통하여 전반적 중증도(overall severity, OS), 

조조성(roughness, R), 기식성(breathiness, B), 긴장성(strain, 

S), 음도(pitch, P), 강도(loudness, L)를 측정하였다. 

음성장애가 환자의 생활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주관적 자가보고인 음성장애지수(voice hand-

icap index, VHI)를 시행하였다. VHI는 총 점수와 하부영역

인 기능적(functional), 신체적(physical) 감정적(emotional)

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음향학적 분석을 위해 컴퓨터음성분석(computerized 

speech lab) (Model 4500, KayPENTAX Elemetrics, Lin-

coln Park, NJ, USA)의 실시간 음도평가(real-time pitch)와 

다면음성분석프로그램(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

를 사용하여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 주파

수변동률(jitter), 진폭변동률(shimmer), 소음 대 배음비(noise 

to harmonic ratio) 등을 측정하였다.

켑스트럼분석을 위해 Hillenbrand 등[7]이 개발한 프로그

램을 통해 켑스트럼최대융기(cepstral peak prominence, 

CPP)를 측정하였고 모음수준(/아/ 연장발성, CPP/a/)과 문장

수준(산책 문단의 첫 번째 문장, CPPs)에서 각각의 CPP 값을 

구하였다.

공기역학적 검사를 위해 발성공기역학시스템(phonatory 

aerodynamic system) (Model 6600, KayPENTAX Elemet-

rics)을 사용하여 최대 연장발성시간(maximum phonation 

time), 평균호기류율(mean expiratory airflow), 평균성문하

압(mean peak air pressure) 값을 측정하였다.

성대진동검사 

후두스트로보스코피 검사를 시행하여 치료 전후의 성문폐

쇄와 성대진동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경력 10년 이상된 1인의 

후두음성의학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었다. 양측성대의 접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0, 성문의 전후 절반 이하에서 접

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1, 성문의 전후 절반 이상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완전 성문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3으로 

측정하였다. 성대진동은 진동이 없는 경우 0, 정상 성대진동

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한 경우 1, 약간 감소한 경우 2,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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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진동을 3으로 측정하였다. 

전기생리학적 검사인 전기성문파형검사(electroglottogra-

phy) (Model 4500, KayPENTAX Elemetrics)를 사용하여 

성문폐쇄율(closed quotient)을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22.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평가자 내 

신뢰도 검증을 위해 치료 전후 검사 시행 후 2-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여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

efficient, ICC)를 산출하였고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시행하였다.

환자들의 음성치료 전후 청지각적, 음성자가인식, 음향학

적, 공기역학적, 후두스트로보스코피 소견 및 전기생리학적 

수치 비교를 위해 Wilcoxon’s signed-ranks test를 사용하였

다. 또한 시도치료에 효과를 보인 환자군과 보이지 않던 환자

군을 나누어 그룹 간 치료 전-후 음향학적, 공기역학적 및 전

기생리학적 수치 비교를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

시하였다. 두 검증 모두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음성치료 

음성치료는 3가지 단계에 포커스를 두어 시행하였다(Sup-

plementary Table 1 in the online-only Data Supplement).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음성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음성평가

결과를 설명하며 현재 보이는 음성문제에 대한 설명과 후두

의 구조 및 기능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도치료(trial therapy)로 차폐, 생리적 

발성 유도, 머리 위치 변경을 시도하였다.

세 번째 직접치료 단계에서는 상체이완운동, 후두마사지를 

실시하였고, 발성 시 복식호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

다. 이러한 신체적 조건들이 준비되면 반폐쇄성도훈련(semi-

occluded vocal tract exercise) 중 입술 떨기, 물 저항 빨대

발성(water resistance therapy)을 시행하였다. 차폐나 생리적 

발성 유도의 효과가 없고, 반폐쇄성도 훈련 시 발성단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면 기류산출의 안정화 및 가벼운 기식성 발성

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시도하였다[3].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효율적인 발성이 유도되면 다양한 음도에서 

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음도 변화(pitch inflections)와 성대 

내전 강화를 위한 성대기능훈련(vocal function exercise)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명 능력 증대 및 일반화를 위해 허밍, 

음성배치, 공명음성훈련을 단어부터 문장까지의 다양한 언어

학적 단위의 자극과제를 제공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11명의 환자 중 치료 전후 음성검사를 시행한 7명의 환자

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 43세(±16.4)였고 

성별은 남자 1명, 여자 6명이었다. 주 증상은 갑작스럽게 모

든 상황에서 속삭이는 소리로 나오는 발성이었다. 증상 발현 

후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개월로 

다양하였다. 음성 관련 과거력 조사에서 음성과용자 1명, 흡연

자 1명이었고 모든 환자에서 음성장애 과거력은 없었다. 치료 

횟수는 2명에서 4회기, 5명에서 8회기가 시행되었다(Table 1).

평가자 내 일치성을 살펴보기 위해 ICC를 95%의 신뢰구

간을 설정하여 시행하였고 후두스트로보스코피 점수의 ICC

는 0.949, 청지각적 평가의 ICC는 0.946이었다. 

후두스트로보스코피 검사 결과 

후두스트로보스코피를 이용하여 기능적 실성증 환자들의 

치료 전후 성문폐쇄(glottis closure)와 점막파동(mucosal 

wave)을 비교하였다(Table 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지만 치료 전 성대접촉 지수는 평균 0.71, 음성치료 후 접촉 

정도는 평균 1.57로 증가하였다. 성대진동 지수의 경우, 치료 

전 평균 1.00에서 치료 후 평균 1.71로 증가하였다. 

Table 1. Demographys of functional aphonia patients

Age Sex Symptom POD
Social and medical history Sessions of 

voice therapy Voice abuse Stress Alcohol Smoking Hx
55 F Aphonic voice 2 wk No No No No No 4
57 F Aphonic voice 4 month No No No No No 4
49 F Aphonic voice 5 month No No No No No 8
56 F Aphonic voice 1 month No No No No No 8
45 F Aphonic voice 3 wk Yes No No No No 8
18 F Aphonic voice 7 month No No No No No 8
22 M Aphonic voice 2 wk No No No Yes No 8

POD, period of duration; Hx, past medical history related with dysph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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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음성분석 결과 

기능적 실성증 환자들의 치료 전 후 GRBAS, CAPE-V 그

리고 VHI의 수치를 각각 비교하였다(Table 3). GRBAS 평가 

중 전반적 중증도는 치료 전 평균 2.64에서 치료 후 1.00 (p= 

0.018), 기식성은 치료 전 평균 2.14에서 치료 후 0.92 (p=0.042), 

무력성은 치료 전 평균 2.14에서 치료 후 0.57 (p=0.026)로 각

각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거친음과 긴장음은 통계적으로 치료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APE-V의 치료 전후를 비

교하였을 때 전반적 중증도가 치료 전 평균 73.14에서 치료 

후 26.00 (p=0.018), 기식성은 치료 전 평균 56.00에서 치료 후 

22.14 (p=0.028), 음도는 치료 전 평균 50.00에서 치료 후 17.43 

(p=0.018), 강도는 치료 전 평균 57.14에서 치료 후 15.71 (p= 

0.018)로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거친음과 긴장성은 치료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도는 치료 전 고

음도의 특징이 나타났지만 치료 후 안정적인 음도를 보였고, 

강도는 치료 전 약한 강도의 특징이 나타났으나 치료 후 적절

한 강도를 보여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VHI를 치료 전후 비교하였을 때 기능적 점수는 치료 전 평

균 25.14에서 치료 후 7.57 (p=0.018), 신체적 점수는 치료 전 

평균 29.71에서 치료 후 11.43 (p=0.018), 감정적 점수는 치료 

전 평균 19.00에서 치료 후 10.86 (p=0.018), 총점은 치료 전 평

균 73.86에서 치료 후 29.86 (p=0.018)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객관적 음성분석 결과 

기능적 실성증 환자들의 치료 전후 음향학적, 공기역학적 그

리고 전기생리학적 검사의 수치를 각각 비교하였다(Table 4). 

음향학적 검사에서는 주파수변동률이 치료 전 평균 4.27%에

서 치료 후 1.56% (p=0.018), 강도변동률이 치료 전 평균 8.38%

에서 치료 후 3.47% (p=0.018)로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CPP/a/는 치료 전 평균 11.33에서 치료 후 16.93 (p=0.018), 

CPPs는 치료 전 평균 10.19에서 치료 후 12.06 (p=0.018)으로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기역학적 검사에서는 최대연장 

발성시간 치료 전 평균 6.27초에서 치료 후 11.46초(p=0.018)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시도치료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3명의 환자들은 성문하

압력이 평균 18.13 cm H2O (p=0.034), 성대접촉률이 56.98% 

(p=0.034)로 시도치료에 반응한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다(Table 5). 

고      찰

성대구조 및 신경학적 병변이 없는 기능성 음성장애 환자

Table 2. Comparison of stroboscopic findings before and after 
treatment

Stroboscopic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
GC 0.71±0.95 1.57±1.13 0.109
MW 1.00±0.81 1.71±0.75 0.059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GC, glottis closure; 
MW, mucosal wave 

Table 3. Comparison of subjective voice evaluation parameters before and after treatmen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
GRBAS

Grade 2.64±0.74 1.00±0.91 0.018*
Rough 0.64±0.47 0.07±0.18 0.102
Breathy 2.14±1.06 0.92±0.83 0.042*
Asthenic 2.14±1.06 0.57±0.93 0.026*
Strained 1.00±1.19 0.50±0.95 0.197

Consensus auditory-perceptual evaluation of voice
Overall severity 73.14±19.55 26.00±28.98 0.018*
Roughness 7.71±9.82 2.86±7.55 0.450
Breathiness 56.00±56.71 22.14±27.51 0.028*
Strain 27.14±31.06 12.14±26.11 0.109
Pitch 50.00±25.16 17.43±26.07 0.018*
Loudness 57.14±16.79 15.71±25.07 0.018*

Voice handicap index
Functional 25.14±6.98 7.57±9.53 0.018*
Physical 29.71±5.31 11.43±10.84 0.018*
Emotional 19.00±10.32 10.86±13.91 0.018*
Total 73.86±19.49 29.86±33.89 0.018*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5 in Wilcoxon’s signed-rank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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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음성장애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기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8].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속

삭이는 소리로 산출되는 기능적 실성증의 음성치료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저자들은 기능적 실성증 환

자에 대해 음성치료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기능적 실성증에서 헛기침, 웃음, 울음 등의 비언어적인 생

리적 발성 유도가 정상적인 발성 산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리적 발성 유도 후 /아/ 소리를 내도록 하였다[5]. 또

한 청각 마스킹도 정상 발성 산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70 dB 백색소음을 헤드폰으로 들려주면서 문장을 읽도

록 하였다. 그 결과, 7명의 환자 중 4명은 시도치료만으로 목

소리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생리적 발성이나 청각 

마스킹이 정상적인 발성 산출 방법을 잃어버린 기능적 실성증 

환자에서 잘못된 발성노력을 차단함으로써 정상적인 발성 포

인트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2].

이중진동원을 사용하는 반폐쇄성도훈련의 입술 떨기, 물 저

항 빨대발성을 시행하였는데 입술 떨기의 경우, 성문폐쇄부전

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함께 호흡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게 하

여 성문하압력을 조정하며 과대 혹은 과소내전을 방지하고 

성대의 움직임을 강하게 한다[9]. 물 저항 빨대발성 방법은 발

성 시 진동충격을 감소시키고 성대진동 패턴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술의 진동, 물거품을 통해 환

자에게 시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10]. 치료에서는 직경 

4 mm 빨대, 3 cm 물 깊이로 훈련하였으며[11], 그 결과 환자들

이 일정한 음도로 15초 이상 발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발성이 

안정화되면 음도 변화 치료를 통해 성대의 강한 접촉을 피하

면서 다양한 음높이에서 모음을 연장하며 환자의 음도를 변

화시켰고 성대기능훈련을 통해 윤상갑상근, 성대근을 훈련시

켜 성대의 근력을 강화하였다[12,13]. 이를 통해 다양한 음높

이에서도 환자의 발성이 안정화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성대근 

능력을 향상시켜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에는 허

밍, 음성배치, 공명 음성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음절에서부터 

문장까지 다양한 언어 단위에서 부드러운 소리 및 공명을 사

용한 발성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일부 환자는 시도치료방법과 반폐쇄성도훈련 모두에서 발

성이 산출되지 않았으며 발성 시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호소하였다. 이들의 음성검사를 분석한 결과 성대접촉률과 성

문하압이 높다는 특징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발성 시 후

두근의 과긴장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14-16]. 이들

을 대상으로 기류산출과 가벼운 기식성 발성을 목표로 한 중

재를 추가하였으며, 이후 반폐쇄성도훈련을 다시 시도하자 

발성이 동반된 입술 떨기, 발성이 동반된 물 빨대발성을 10초 

이상 산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환자의 

청지각적 특징이 속삭이는 발성이며, 후두스트로보스코피 상 

성대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성대접촉률과 성문하압력이 

높고 시도치료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근육의 긴

장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를 고려하

여 치료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속삭이는 소

리의 산출은 후두 배치와 저항의 변화와 함께 기류변화가 이

루어진 결과일 가능성도 높다[17]. 따라서 환자가 속삭이는 소

리를 산출하는 증상으로 내원하고 근육의 변화가 동반되었

을 시 그것이 문제의 원인인지 혹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결과

인지는 정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

로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음성중재를 실시하여 속삭

이는 소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환자의 수가 제한적이며 

Table 4. Comparison of objective voice evaluation parameters be-
fore and after treatmen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
Acoustic

F0 (Hz) 259.41±114.53 213.35±55.96 0.398
Jitter (%) 4.27±3.07 1.56±1.32 0.018*
Shimmer (%) 8.38±4.67 3.47±0.86 0.018*
NHR 0.22±0.13 0.11±0.02 0.091
CPP/a/ 11.33±2.75 16.93±4.34 0.018*
CPPs 10.19±1.44 12.06±1.35 0.018*

PAS
MPT (sec) 6.27±2.87 11.46±4.20 0.018*
MPAP (cm H2O) 12.33±6.23 10.75±1.79 0.866
MEAF (mL/sec) 230±213.54 142.85±85.57 0.149

EGG
CQ (%) 51.31±5.60 43.68±5.2 0.063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5 in Wilcox-
on’s signed-ranks test. F0, fundamental frequency; NHR, noise to 
harmonic ratio; CPP/a/, cepstral peak prominence-/a/ phonation; 
CPPs, cepstral peak prominence-sentence; MPT, maximum pho-
nation time; MPAP, mean peak air pressure; MEAF, mean expira-
tory airflow; PAS, phonatory aerodynamic system; EGG, electroglot-
tography; CQ, closed quotient

Table 5.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response group and 
non-response group for trial voice therapy before treatment

Response group 
(N=4)

Non-response group
(N=3)

p

PAS
MPAP 
  (cm H2O)

7.99±1.11 18.13±5.14 0.034*

EGG
CQ (%) 47.05±1.91 56.98±2.09 0.034*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5 in Mann-
Whitney U test. PAS, phonatory aerodynamic system; MPAP, mean 
peak air pressure; EGG, electroglottography; CQ, closed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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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성별, 유병기간, 병력 등이 다르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환자가 보이는 청지각적 특성, 공기역학적 평가 결과에 

따라 치료의 과정을 조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차후 환자의 

양상에 따라 더 세밀한 중재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기능적 실성증의 치료를 위해 차폐, 생리적 발성, 머리 위치

변경 등을 이용한 시도치료와 상체이완, 후두마사지, 복식호

흡, 반폐쇄성도훈련, 음도변화, 성대기능훈련, 공명음성훈련 

등의 직접치료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환자들의 음성에 대한 

자가인식이 좋아지고 음질과 최대연장발성시간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 음성평가 시, 성대접촉률과 성

문하압이 높은 실성증 환자들의 경우 부드러운 발성을 위한 

음성치료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중심 단어: 발성장애; 기능적 실성증; 음성훈련; 음성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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