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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aphonia is a disease in which normal vocal ability is suddenly lost. When voice ther-
apy is started at an early stage, the prognosis is good. However, if the functional aphonia per-
sists for a long tim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voice disorder may become fixed, though re-
ports of these characteristics are rare. The authors experienced a patient with functional aphonia 
that occurred in adolescence and lasted for 7 months and reported the result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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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능적 음성장애(functional dysphonia)는 후두에 구조적 또는 신경학적 병변이 없

는 상태에서 음성문제가 나타나는 질환이다[1,2]. 이 중에서 기능적 실성증(functional 

aphonia)은 후두의 기질적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지만 속삭이는 음성 또는 고음도의 

날카롭고 약한 음성을 나타내며, 발성 시 성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성대 폐쇄가 불완전

하다[3]. 

기능적 실성증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우

울 및 불안을 동반한 심인성 요인, 급성 후두염, 과도한 음성사용, 부적절한 보상기전 등

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3-6]. 이

처럼 기능적 실성증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문헌에서는 실성증 환자들이 어떻

게 발성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3]. 

기능적 실성증의 주된 치료는 음성치료이며, 증상 발생 초기에 음성치료가 시작될 경

우 예후가 좋고 단기간의 음성치료로 매우 극적인 호전을 보일 수 있다[5,7]. 하지만 장기

간 지속된 기능적 실성증의 경우 과도한 보상작용으로 인해 음성장애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6], 이러한 환자에 대한 치료 보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장기간 지속된 기능적 실성증 환자의 음성치료 경험을 보고하고 성공적인 치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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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증      례

14세 여자 환자가 7개월 전부터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나오

지 않는다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모든 발성이 

속삭이는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기침하기와 목청 가다듬기와 

같은 비구어적 발성에서도 음성이 산출되지 않았다. 본원 내

원 전 타 기관에서 시행한 정신과 검진에서 이상 소견은 발견

되지 않았으며, 동일 기관에서 발성장애에 대한 약물치료와 

음성치료를 4개월 동안 시행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다. 

후두내시경 검사에서 성대점막에는 특별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발성 시 양측 성대와 피열연골의 움직임은 정상이었

다. 하지만 발성시 성대 앞쪽은 정상적인 접촉을 보였던 것에 

반해 뒤쪽은 역삼각형 모양의 후성문틈을 보였다(Fig. 1A). 

음성검사에서 음성장애지수(Voice Handicap Index)는 65

점, 음성피로도검사(Voice Fatigue Index)는 31점, Grade-

Roughness-Breathiness-Asthenia-Strain 척도 총점은 9점, 

Consensus Auditory-Perceptual Evaluation of Voice, 전반

적 중증도(overall severity)는 90점이었다. 음향학적 검사에

서 모음 /아/의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는 115.61 

Hz, 주파수변동률(jitter)은 20.57%, 진폭변동률(shimmer)은 

18.75%, 소음 대 배음비(noise to harmonic ratio)는 0.82이었

다(Fig. 2A). 캡스트럼최대융기(cepstral peak prominence, 

Fig. 1. Laryngoscopic finding during phonation. A: Wide posterior glottic chink with triangular shape (arrow) was identified before voice ther-
apy. B: Posterior glottic chink was improved after voice therapy.

A B

Fig. 2. The results of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 A: Before voice therapy. B: After voice therap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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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는 모음수준(CPP/a/)에서 8.84, 문장수준(CPPsent)에

서 9.01이었고, 공기역학적 검사에서 최대발성시간(maximum 

phonation time)은 6.93초로 측정되었다(Table 1). 

기능적 실성증 진단하 음성치료를 계획하였으며 음성치료

는 본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검사실 소속 언어재활사 1인에 

의해 2021년 10월에서 12월까지 주 2회씩 총 8회기를 시행하

였다. 음성치료 초기(1-3회기)에는 음성위생교육을 실시하였

고, 발성 유도를 위해 시도치료(trial therapy)로 차폐, 생리적 

발성 유도, 흡기발성, 침 삼키기, 머리 위치 변경, 손가락 조작

법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치료 방법

에서도 발성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2회기에서 밀기접

근법을 시행하였고, 이때 약간의 쥐어짜는 발성이 나타났다. 

이후 치료 3회기에서 생리적 발성과 손가락 조작법을 다시 시

도하자 1초 정도의 쥐어짜는 발성의 산출이 가능했다. 

치료 중기(4-6회기)에서는 후두마사지, 호흡훈련, 반폐쇄성

도훈련 중 입술 떨기, Lax Vox를 통해 발성 시 후두 근육의 

긴장도를 줄이고 성대가 부드럽게 진동하도록 유도하였고, 상

담 기법을 통해 환자의 불만을 들어주고 지속적인 격려를 해

주었다. 치료 후기(7-8회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목소리가 나

오는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공명 능력 증대를 위해 공명음성

훈련과 일반화를 위한 발성연습, 성대 내전 강화를 위한 성대

기능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음성치료 후 대화상황에서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목소리 산

출이 가능하였으며, 치료 종결 1개월 후 시행한 추적검사에

서 후성문틈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양측 성대접촉을 보였으며

(Fig. 1B), 모든 음성평가 항목들이 호전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2B and Table 1). 

고      찰

기능적 실성증은 정상적인 발성 방법을 잊어버린 상태로 모

든 발성에서 속삭이는 음성이 산출되는 특징이 있다. 가장 효

과적인 치료방법은 음성치료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에 치료를 

시행할 경우 단기간의 음성치료로 매우 극적인 음성 호전을 

보일 수 있다[5,7]. 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기능적 실성증의 치

료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드물며, 본 증례에서는 이러한 환자

에 대한 음성치료 경험을 보고하고자 하였다. 

기능적 실성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시도치료로 정상적

인 발성 포인트를 되찾은 이후 반폐쇄성도훈련 중 입술트릴, 

허밍, Lax Vox 등과 같은 행위치료(behavioral voice thera-

py)를 시행하여 음성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음질을 개선시키

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시행된다[7]. 정상적인 발성 포인트를 

되찾기 위한 시도치료 방법에는 헛기침, 웃음과 같은 생리적 

발성, 차폐, 손가락 조작법 등이 있다[3,6,7]. 하지만 본 증례는 

타 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음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7개

월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장기간 지속된 특징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차폐나 생리적 발성과 같은 시

도치료에 반응이 없었으며 밀기접근법에서만 약간의 쥐어짜

는 발성이 나타났다. 밀기접근법은 성대 접촉을 촉진하기 위

해 사용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잘못 사용될 경우 상문상부

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8]. 본 증례

의 경우 일반적인 시도치료나 흡기발성에서 성대접촉에 의한 

정상적인 발성 산출이 불가능하였기에 밀기접근법을 시도하

였으며, 이를 통해 진성대 및 가성대의 강한 접촉을 경험한 

후에 다른 생리적인 발성에서도 음성의 산출이 가능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능적 실성증의 경우 1-2회기의 음성치료 만

에 음성 호전을 보이는 것에 반해 본 증례의 경우 일상생활에

서 편안하게 음성을 사용하는 시기까지 총 8회기가 소요되었

다. 이는 기능적 실성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후두근의 과긴장

이 동반되고, 속삭이는 소리와 같은 과도한 보상작용이 형성

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간의 음성치료가 필요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음성치료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환

자와 보호자의 치료 순응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9,10]. 

장기간 음성치료가 시행되는 경우 치료에 대한 회의감, 정상

적인 일상생활의 방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환자-치료자 

관계가 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중도 탈락할 수 있고, 이

런 경우 환자가 정상적인 발성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을 들어주

고, 음성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

하며, 격려 및 적극적인 지지로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1. Results of voice evaluations before and after voice therapy

Voice parameters Before therapy After therapy
Voice handicap index 65   1
Voice fatigue index 31   0
GRBAS scale G3R1B3A2S0 G0R0B0.5A0S0
Overall severity of CAPE-V 90 10
Fundamental frequency (Hz) 115.61 213.10
Jitter (%) 20.57 0.75
Shimmer (%) 18.75 4.18
noise to harmonic ratio 0.82 0.13
CPP/a/ 8.84 17.36
CPPsent 9.01 13.95
Maximum phonation time (s) 6.93 13.22
GRBAS, Grade-Roughness-Breathiness-Asthenia-Strain; CAPE-V, 
Consensus Auditory-Perceptual Evaluation of Voice; CPP/a/, ceps-
tral peak prominence-/a/ phonation; CPPsent, cepstral peak prom-
inence-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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