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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구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최홍식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심사와 많은 조언을 해주신 김영호 

교수님과 유선국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꺼이 

연구를 도와주신 음성언어의학연구소의 최성희 선생님과 통계처리를 

성심껏 도와주신 의료통계학과 최은희씨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학위논문을 계기로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과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극복하는 열정적인 자세로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마음 깊이 

다져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곁에서 부족한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힘을 보태주고 기도해주는 아내 영경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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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연구연구연구연구    배경배경배경배경    및및및및    목적목적목적목적: 성대구 질환군은 생리적 성대구 (type I)와 생대열 

(type II), 성대구증 (type III)으로 분류되는 병적 성대구가 포함되며 

질환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본 연구는 성대구 질환군의 각 유형별 

임상적 및 음성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고 새로운 수술적 치료 

방법의 소개와 함께 각 유형별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아울러 

성대구 질환군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성대구 질환군으로 진단된 146명의 

환자군 대상으로 후두스트로보스코피 소견에 의거하여 각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청지각적, 공기역학적, 

음향학적 및 전기성문파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새로운 술식인 성대구 

절제술 및 하이알루로닉산 주입술을 시행받은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후 음성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상 대조군은 남녀 각각 15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결과결과결과: 성대구 질환군의 분류 결과 제 1형 성대구는 32명 

(21.9%), 제 2형 성대구는 61명 (41.8%), 제 3형 성대구는 53명 

(36.3%)이었다. 동반된 임상양상은 모세혈관충혈이 흔하게 관찰되었으며 

(제 2형의 30%, 제 3형의 42%) 성대점막경도는 제 3형 성대구에서 35예 

(60%)로 가장 흔하게 관찰되었다. 세 그룹간 음성분석 경과 조조성 (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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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본주파수 (Fx, FxM)가 세 그룹 모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애성도 (G), 기식성 (B), 평균호기류율 (MFR), 성문하압 (Psub), 

최장발성지속시간 (MPT), Jitter, 잡음대신호비 (HNR)는 제 1형과 제 2형 

사이와 제 2형과 제 3형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병적 성대구는 

전기성문파형과 기본주파수-성문폐쇄율 분포도에서 특징적인 소견을 

보였다. 수술 전후 분석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음성 

효율 및 기본주파수의 호전을 보였다. 결론결론결론결론: 성대구 질환군의 임상양상 및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와 음성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각 유형별 분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이상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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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구성대구성대구성대구    질환군에서질환군에서질환군에서질환군에서        

음성분석음성분석음성분석음성분석    및및및및    전기성문파형전기성문파형전기성문파형전기성문파형    검사의검사의검사의검사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이용이용이용이용    

<<<<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    최최최최    홍홍홍홍    식식식식>>>>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    의학과의학과의학과의학과    

임임임임        재재재재        열열열열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구 (sulcus)는 함입 (indentation), 홈 (groove), 고랑 (furrow)을 

의미하는 일반적 해부학적 용어이다. 1892년 Giacomini1는 성대에 발생한 

이러한 해부학적 이상을 처음으로 기술하였으며, 이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음성장애 질환을 성대구증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2 Bouchayer와 

Cornut3은 성대의 내측연을 따라 선상으로 성대 상피가 함몰되어 있는 

것을 성대열 (sulcus vergeture), 성대 상피가 함입되어 성대 인대에 

부착된 것을 성대구증 (sulcus vocalis)으로 분류하였다. Ford등4)은 

방추형의 성문형태와 성대구 형상을 보이나 성대점막파동이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유형을 생리적 성대구 (type I, physiologic sulcus)로 

정의하였으며 성대열 (type II: sulcus vergeture)과 성대구증 (type III: 

sulcus vocalis)을 병적 성대구 (pathologic sulcus)로 정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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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병적 성대구 환자는 궁형으로 휘어진 성대의 유리연과 성대의 

해부학적 이상에 의해 발성시 성대접촉면의 방추형의 폐쇄부전이 생겨 

기식성의 애성이 나타나고, 동시에 성대 점막파동의 장애 및 성대 점막 

자체의 경도(stiffness)의 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고음의 잡음이 나타난다. 

또한 이것을 보상하려는 기전으로 후두상부의 지나친 긴장과 부적절한 

수축에 의한 노력성 애성이 나타난다. 음성분석 결과 증가된 기본 주파수, 

주파수변이도 (pitch perturbation quotient), 진폭변이도 (amplitude 

perturbation quotient)와 감소된 최대발성지속시간, 증가된 호기류율, 

증가된 성문하압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병적 성대구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서는 해부학적 이상을 해결함과 

동시에 성대인대 위에서의 점막파동의 재건을 통한 기능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병적 성대구에 대한 수술적 치료방법으로 제 

1형 갑상성형술과 Teflon, collagen, fat, fascia 등을 통한 성대내 주입법, 

incision with undermining, incision with slicing 술식, 성대구 절제술 

등의 술식이 이용 되어 왔으나 단일한 치료방법으로 음성을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4, 6-14  

병적 성대구는 미미한 성대내 함입에서부터 심한 변형을 보이는 



 ３ 

성대내 병변에 이르기 까지 그 질환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며, 임상적으로 

방추형의 성대구 형태를 보일 수 있는 성문위축, 노인성성대, 성대마비, 

갑상피열근 위축증과 같은 생리적 성대구와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대구 질환군의 정확한 감별 및 분류를 통해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대구 질환군의 임상적, 음성학적 분석을 통한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치료 전략의 수립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두스트로보스코피, 공기역학적 검사, 음향학적 및 

전기성문파형 검사를 통해 각 유형별 성대구 질환군의 임상적 및 

음성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새로운 술식의 소개와 함께 각 유형별로 

보다 효율적인 치료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병태생리와 

발성장애 기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성대구 질환군에 대한 이해와,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접근, 향후 연구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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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대상대상대상대상     

2001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클리닉에서 성대구 질환군으로 진단받은 183명의 환자 중에서 

병변이 양측성이고 음성분석이 완전하며 다른 성대내 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1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분포는 남자 109명, 여자 

37명으로 연령분포는 각각 19세부터 71세 (평균 50세)와 21세부터 76세 

(평균 44세)였다. 수술 전후 비교는 수술을 받은 16명의 환자 중에서 

성대구 절제술(sulcussectomy)과 하이알루로닉산(hyaluronic acid)을 

이용한 성대내 주입술을 함께 시행 받은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 대조군은 후두질환이 없는 25-35세까지의 남, 여 각각 15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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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연구연구연구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병력병력병력병력        

모든 환자의 의무기록과 전화설문을 통해 가족력, 병력기간, 흡연력 

및 음성남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전신마취, 외상, 전신질환 및 기타 

후두 질환의 과거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8개의 항목(흉통, 역류, 

만성기침, 쉰 목소리, 인두 이물감, 만성적 목청소, 인두통, 연하곤란)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인 인후두 역류증상을 조사하였고, 

알레르기 병력 및 알레르기 증상 유무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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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후두스트로보스코피후두스트로보스코피후두스트로보스코피후두스트로보스코피    및및및및    분류법분류법분류법분류법    

후두스트로보스코피는 LxStrobe 2 (Laryngograph Ltd., London, 

UK)를 이용하여 시행되었으며 모든 환자의 녹화기록을 분석하였다. 

성대구 형태의 분석과 함께 모세혈관충혈(capillary ectasia), 

성문부종(vocal fold edema), 성문 경도 (vocal fold stiffness) 유무를 

파악하였다. 성대점막파동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0 = 점막파동이 

관찰되지 않음, 1 = 점막파동의 심한 감소 (점막파동이 성대의 내측연에 

국한), 2 = 중등도 감소 (진성대 폭의 1/4 까지 관찰), 3 = 경도 감소 

(진성대 폭의 1/4 – 1/2 까지 관찰), 4 = 정상 점막파동 (진성대 폭의 1/2 

이상 관찰). 성문폐쇄의 형태를 관찰하여 1. 완전폐쇄, 2. 전방부 성문틈, 3. 

후방부 성문틈, 4. 방추형 성문틈, 5. 불규칙한 형태, 6. 불완전 폐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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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스트로보스코피와 수술현미경 소견 등에 의거하여 

Bouchayer와 Ford3,4)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대구 질환군의 

유형별 분류를 시행하였다. 양측 성대의 유형이 다른 경우 심한 유형을 

주병변으로 보고 분류하였다. 모든 분류는 남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111) ) ) ) 제제제제 1 1 1 1형형형형    성대구성대구성대구성대구 (Type I sucus: physiologic sulcus)  (Type I sucus: physiologic sulcus)  (Type I sucus: physiologic sulcus)  (Type I sucus: physiologic sulcus) (Fig. 1A)    

 - 방추형 성대와 생리적 성대구 형상  

 - 정상 또는 경도의 점막파동 저하  

- 정상적인 성대인대  

((((2) 2) 2) 2) 제제제제 2 2 2 2형형형형    성대구성대구성대구성대구 (Type II sulcus: sulcus verg (Type II sulcus: sulcus verg (Type II sulcus: sulcus verg (Type II sulcus: sulcus vergetureetureetureeture    ))))    (Fig. 1B)    

 - 성대의 내측연을 따라 관찰되는 선형의 함몰  

- 성대진동의 이상  

 - 성대상피의 성대인대와의 선형부착  

((((3333) ) ) ) 제제제제 3 3 3 3형형형형    성대구성대구성대구성대구 (Type III sulcus: sulcus vocalis) (Type III sulcus: sulcus vocalis) (Type III sulcus: sulcus vocalis) (Type III sulcus: sulcus vocalis)    (Fig. 1C)    

 - 성대 내측연의 우묵하게 함몰된 구  

 - 성대점막의 경도(stiffness) 증가  

- 심하게 손상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성대진동  

- 성대상피의 성대 인대로의 유착과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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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Fig. 1. Fig. 1. Laryngoscopic findings Laryngoscopic findings Laryngoscopic findings Laryngoscopic findings A) Type I sulcus (physilologic sulcus)  

B) type II sulcus (sulcus vergeture) C) Type III sulcus (sulcus voc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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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수술방법수술방법수술방법수술방법    

전신마취하에 성대구의 상하연에 평행하게 성대구를 둘러싼 

점막절개를 가하였다. 상피미세피판을 만든 후 조심스럽게 성대인대로부터 

분리하였다. 이때 성대인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대인대의 일부를 함께 제거할 필요가 있기도 하였다. 6-0 

vicryl로 절개연이 잘 맞도록 2-3 point 봉합하였다. 성대내 주입은 

후두내시경을 이용한 직접 시야하에 26-gauze의 가늘고 긴 바늘을 

이용하여 양측 성대의 중간부위의 성대인대에 0.4cc가량 주입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수술 후 2주간 음성휴식을 지키도록 하였다. 

    

라라라라. . . . 청지각적청지각적청지각적청지각적    평가평가평가평가    

Lx Speech studio (Laryngograph Ltd, London, UK) 프로그램에 

녹음된 약 2분여 길이에 해당하는 ‘가을’ 문장 읽기를 숙련된 

언어치료사와 임상의가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GRBAS scale의 ‘G : 

grade’, ‘R : roughness’, ‘B : breathiness’, 항목으로 하였으며 평가척도는 

0∼3점까지로 하여 두 평가치의 평균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평가자 간 

1.5점 이상 차이가 나는 평정의 경우 재평가를 하였으며 재평가 후에도 

같은 평정 결과를 보이면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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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 . . 공기역학적공기역학적공기역학적공기역학적    검사검사검사검사  

Phonatory function analyzer (Model PS 77H, Nagashima Ltd., 

Tokyo, Japan)의 마우스피스에 입을 대고 약 2초 가량 /오/를 발성 시킨 

후 기류저지 셔터를 눌러 평균호기류율 (MFR), 음압 (intensity), 성문하압 

(Psub)을 측정하였다. 또한 초시계를 이용하여 최대발성지속시간 (MPT)을 

측정하였다.   

 

바바바바. . . . 음향학적음향학적음향학적음향학적    및및및및    전기성문파형전기성문파형전기성문파형전기성문파형    검사검사검사검사    

Lx Speech studi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향학적 및 전기성문파형 

검사를 시행하였다. EGG 전극을 환자의 양측 갑상연골 부위에 고정시킨 

후 평상시 발성법으로 /아/모음을 약 2초간 연장 발성하고 ‘가을’ 문장 

읽기를 시행하였다. 안정구간 300ms의 /아/ 모음에서 Jitter, Shimmer, 

신호대잡음비 (HNR)를 분석하였다. 2분여간 녹음된 ‘가을’ 문단을 

Quantitative Analysis (Qa)를 하여 평균기본주파수 (FxM), 

기본주파수표준편차 (FxSD), 평균성문폐쇄율 (QxM), 성문폐쇄율표준편차 

(QxSD), 주파수불규칙성 (Fx % irregularity; CFx), 강도불규칙성 (Ax % 

irregularity; CAx)을 분석하였다. 모든 환자의 기본주파수-성문폐쇄율 

분포도 (Fx-Qx scatter plot)와 전기성문파형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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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사. . . . 통계통계통계통계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ver. 8.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대구 그룹간 비교는 one-way ANOVA기법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이용했다. 각 그룹과 정상군과의 비교는 independent 

two-sample t-test를 사용하였다. 수술 전후 분석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다. 신뢰 수준은 95%로 하였다.  

 

 

 

 

 

 

 

 

 

 

  

    



 １２ 

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임상양상임상양상임상양상임상양상    및및및및    원인원인원인원인    

환자군은 남자 109명, 여자 37명으로 남녀비가 3 : 1이었다. 증상 

발현시기는 20대 이전이 67명 (45.9%), 20대 이후가 79명 (54.1%)이었다.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5명이었으며 과거력에 대한 조사결과 흡연력이 

있는 경우가 55명인 전체의 38%이었고 인후두역류 평가 항목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46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였다. 

알레르기 병력을 보인 경우는 25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였으며 

음성남용의 병력을 보인 경우는 26명으로 전체의 18%였다. 성대수술의 

과거력을 갖고 있는 환자는 16명 (11%)였고 다른 질환으로 전신마취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13명 (4.8%)이었으며 결핵 등의 전신질환의 병력을 

보인 경우는 17명으로 전체의 11.6%, 외상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7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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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ng

Reflux

Allergy

Voice abuse

VF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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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valence of suspicious etiologic factors Fig. 2. Prevalence of suspicious etiologic factors Fig. 2. Prevalence of suspicious etiologic factors Fig. 2. Prevalence of suspicious etiologic factors     

A) Smoking B) Laryngopharyngeal reflux C) Allergy D) Vocal abuse E) 

Vocal fold surgery F) General anesthesia G) Tuberculosis H)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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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후두스트로보스코피후두스트로보스코피후두스트로보스코피후두스트로보스코피    소견소견소견소견     

성대구 질환군의 분류 결과 제 1형 성대구 (생리적 성대구)는 남자 

25명, 여자 7명으로 전체의 21.9%, 제 2형 성대구 (성대열)는 남자 46명, 

여자 15명으로 전체의 41.8%, 제 3형 성대구 (성대구증)는 남자 38명, 

여자 15명으로 전체의 36.3%였다.  

동반된 임상양상은 모세혈관충혈은 제 1형 성대구는 총 32명의 

환자 중 2례 (6.3%), 제 2형 성대구는 총 61명의 환자 중 18예 (30%), 

제 3형 성대구는 총 53명의 환자중 22예 (42%)에서 관찰되었다. 

성문부종은 제 1형 성대구에서 2예 (6.3%), 제 2형 성대구는 9예 (15 %), 

제 3형 성대구는 14예 (26%)에서 나타났다. 성대낭종이 동반된 경우는 

4예로 모두 제 3형 성대구에서 함께 관찰되었다. (Fig. 3) 

    

    

    

    

    

    

    

    

Fig. 3. Operative microlaryngoscopic findings. Fig. 3. Operative microlaryngoscopic findings. Fig. 3. Operative microlaryngoscopic findings. Fig. 3. Operative microlaryngoscopic findings.     

A. Type III sulcus in inferior free margin of the right true vocal fold 

○○○○AAAA     ○○○○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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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anying with ruptured vocal fold cyst and capillary ectasia 

(arrow),  B. Type III sulcus in inferior free margin of the left true vocal 

fold accompanying with remained vocal fold cyst (arrow).    

 

성대점막경도는 제 1형 성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제 2형 

성대구는 6예 (10%), 제 3형 성대구는 35예 (60%)에서 관찰되었다. 

성대점막파동은 제 1형 성대구에서 평균 3.2점, 제 2형 성대구는 평균 

2.5점, 제 3형 성대구는 평균 1점으로 평가되었다. 성문폐쇄 유형은 제 

1형 성대구는 완전폐쇄 11예 (34.5%), 방추형 성문틈 8예 (25%), 

불규칙형 7예(22%), 불완전 폐쇄 4예 (12.5%), 전방 성문틈 

2예(6%)순으로 관찰 되었고 제 2형 성대구는 방추형 성문틈 45예 

(73.7%), 불규칙형 11예 (18%), 후방 성문틈 3예 (5%), 완전폐쇄 

2예(3.3%)로 관찰되었고 제 3형 성대구에서는 방추형 성문틈 40예 

(75.4%), 후방 성문틈 9예 (17%), 불규칙형 2예 (3.8%), 불완전 폐쇄 2예 

(3.8%)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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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oboscopic findings in sulcus deformity groTable 1. Stroboscopic findings in sulcus deformity groTable 1. Stroboscopic findings in sulcus deformity groTable 1. Stroboscopic findings in sulcus deformity groupsupsupsups    

 Type I (n=32)Type I (n=32)Type I (n=32)Type I (n=32)    Type II (n=61)Type II (n=61)Type II (n=61)Type II (n=61)    Type III (n=53)Type III (n=53)Type III (n=53)Type III (n=53)    

Associated clinical findingsAssociated clinical findingsAssociated clinical findingsAssociated clinical findings    

Capillary ectasia 

Vocal fold edema 

Vocal fold cyst    

2 (6.3 %) 

2 (6.3 %) 

- 

18 (30 %) 

9 (15 %) 

- 

22 (42 %) 

14 (26%) 

4 (7.5%) 

Mucosal waveMucosal waveMucosal waveMucosal wave    

Stiffness  

Mucosal wave    

- 

3.2 

6 (10 %) 

2.5 

35 (60 %) 

1 

Glottic closure Glottic closure Glottic closure Glottic closure     

Complete  

Anterior  

Posterior  

Spindle  

Irregular  

Incomplete        

11 (34.5 %) 

2 (6%) 

- 

8 (25%) 

7 (22%) 

4 (12.5%) 

2 (3.3%) 

- 

3 (5%) 

45 (73.7%) 

11 (18%) 

- 

- 

- 

9 (17%) 

40 (75.4%) 

2 (3.8 %) 

2 (3.8%) 

 

Mucosal wave: 0 = no mucosal wave (absent), 1 = severely decreased (limited to the 

most medial edge), 2 = moderately decreased (present up to one quarter of the width 

of the vocal folds), 3 = mildly decreased (present between one quarter and one half the 

width of the vocal folds), and 4 = normal mucosal wave (present more than half the 

width of the vocal 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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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음성음성음성음성    분석분석분석분석    결과결과결과결과    

각 유형별, 남녀별 음성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Voice parameters in differenct sulcus deformity groups Table 2. Voice parameters in differenct sulcus deformity groups Table 2. Voice parameters in differenct sulcus deformity groups Table 2. Voice parameters in differenct sulcus deformity groups     

Type I (n=32)Type I (n=32)Type I (n=32)Type I (n=32)    Type II (n=61)Type II (n=61)Type II (n=61)Type II (n=61)    Type III (n=53)Type III (n=53)Type III (n=53)Type III (n=53)    
 

M(n=25) F(n=7) M(n=46) F(n=15) M(n=38) F(n=15) 

pppp∗    

    

Perceptual analysisPerceptual analysisPerceptual analysisPerceptual analysis 

GGGG    

RRRR    

BBBB    

1.1 

0.96 

0.8 

1.07 

0.79 

0.93 

1.5 

1.36 

0.99 

1.6 

1.47 

0.93 

2.16 

1.87 

1.6 

2 

1.73 

1.3 

<.001<.001<.001<.001    

<.001<.001<.001<.001    

<.001<.001<.001<.001 

Aerodynamic studyAerodynamic studyAerodynamic studyAerodynamic study 

MFRMFRMFRMFR    

PsubPsubPsubPsub    

IntensityIntensityIntensityIntensity    

MPTMPTMPTMPT    

203.95 

73.38 

73.29 

13.37 

174.86 

78.86 

73.86 

12.69 

230.87 

92.11 

75.37 

13.53 

193.67 

95 

71.13 

10.3 

278.76 

124.61 

75.09 

10.31 

256 

115.67 

69.33 

8.88 

.001.001.001.001    

<.001<.001<.001<.001 

0.24 

0.0010.0010.0010.001    

Acoustic analysis (sustained /a/ vowel) Acoustic analysis (sustained /a/ vowel) Acoustic analysis (sustained /a/ vowel) Acoustic analysis (sustained /a/ vowel)     

FxFxFxFx    

JitterJitterJitterJitter    

ShimmerShimmerShimmerShimmer    

HNRHNRHNRHNR    

121.63 

0.9 

7.26 

23.56 

191.16 

1.5 

7.88 

22.52 

153.58 

2.19 

8.1 

22.74 

232.51 

2.65 

7.8 

23.65 

194.47 

7.56 

9.87 

19.18 

236.19 

8.23 

12.32 

19.8 

<.001<.001<.001<.001    

<.001<.001<.001<.001    

0.11 

0.010.010.010.01    

EEEElectroglottographic analysis (reading a passage of lectroglottographic analysis (reading a passage of lectroglottographic analysis (reading a passage of lectroglottographic analysis (reading a passage of ‘‘‘‘GaGaGaGa----EulEulEulEul’’’’) ) ) )     

FxMFxMFxMFxM    

FxSDFxSDFxSDFxSD    

QxMQxMQxMQxM    

QxSDQxSDQxSDQxSD    

CFxCFxCFxCFx    

CAxCAxCAxCAx    

121.55 

68.54 

43.46 

5 

14.59 

6.74 

199.3 

67.73 

48.07 

5.17 

9.7 

2.69 

155.05 

65.63 

44.82 

5.6 

11.56 

5.69 

226.53 

65.25 

46.77 

7.65 

11.62 

4.18 

188.91 

72.45 

46.08 

6.02 

17.91 

6.59 

242.39 

75.24 

54.23 

5.4 

17.56 

4.45 

<.001<.001<.001<.001    

0.29 

0.06 

0.49 

0.12 

0.83 

 

∗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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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rade, R: Roughness, B: Breathiness, MFR: Mean flow rate; mL/sec, Psub: 

Subglottic pressure; mmH2O, MPT: Maximum phonation time; sec, Fx: Fundamental 

frequency; Hz, Qx: Closed quotients; %, HNR: Harmonic noise ratio; dB, FxM: Mean 

fundamental frequency; Hz, FxSD: fundamental frequency standard deviation; Hz, QxM: 

Mean closed Quotient; %, QxSD: closed quotient standard deviation; %, CFx: 

irregularity of frequency; %, CAx: irregularity of amplitude; % 

 

병적 성대구는 정상군과 비교해서 음압을 제외한 모든 

음성매개변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그룹간 비교분석 결과 

청지각적 검사상의 G, R, B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공기역학적 검사 

결과 MFR, Psub, MPT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향학적 검사 결과 

Fx와 Jitter, HNR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기성문파형 검사 결과 

FxM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청지각검사의 R은 세 그룹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G와 B는 제 1형과 제 3형, 제 2형과 제 3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 1, 2, 3형 모두 MFR의 증가와 Psub의 증가, MPT의 감소를 

보였고 제 1형에서 제 3형으로 갈수록 심한 경향을 보였으나 제 1형과 제 

2형간에는 유의한 결과가 아니었으며 1형과 3형, 2형과 3형간에는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Jitter증가와 HNR 감소는 제 1형과 제 3형, 제 2형과 제 

3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리적 성대구의 FxM은 정상범주이나 병적 성대구는 Fx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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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병적 성대구 

중에서는 제 2형 보다 제 3형이 FxM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기본주파수 표준편차 (FxSD)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성대구가 심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본주파수 불규칙성(CFx)의 증가와도 일치하였다. 전기성문파형 

검사 결과 성문폐쇄율 (QxM)은 세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본주파수와 성문폐쇄율의 분포도(Fx-Qx scatter plot)를 통해 각 

유형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리적 성대구는 Fx가 정상분포를 보이면서 

규칙적인 Qx의 분포를 보였으며 (Fig. 4A), 제 2형 성대구는 Fx가 140-

150 Hz대에서 분포하고 Qx는 전 영역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관찰되었다 

(Fig. 4B). 제 3형 성대구는 Fx가 180 - 200Hz대에서 주로 분포하였고 

높은 Qx를 보이는 형태와 주로 낮은 Qx를 보이나 불규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관찰되었다 (Fig. 4C, 4D).  

병적 성대구의 전기성문파형을 분석한 결과 성문폐쇄부전 및 불완전 

보상으로 전기성문파형이 나타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 

성문폐쇄기때 성대구의 위치에 따라 불규칙한 홈 형태를 띠거나 (Fig. 5A, 

5B), closing phase가 감소하여 급격한 경사로 이루어지는 형태 (Fig. 

5C)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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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ig. 4. Fig. 4. Fig. 4. The diverse types of The diverse types of The diverse types of The diverse types of sulsulsulsulcus deformity groupscus deformity groupscus deformity groupscus deformity groups on scatt on scatt on scatt on scatter plot er plot er plot er plot 

((((FxFxFxFxQxQxQxQx) ) ) ) using theusing theusing theusing the Lx Speech Studio Lx Speech Studio Lx Speech Studio Lx Speech Studio program program program program. . . .     

 

Fx: fundamental frequency, Qx: closed quotient  

A: Type I sulcus (physiologic sulcus), B: Type II sulcus (sulcus 

vergeture), C: Type III sulcus (sulcus vocalis, high Qx), D: Type IV 

sulcus (sulcus vocalis, low 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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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amples of electroglottographic configurations of type III sulcus. Fig. 5. Examples of electroglottographic configurations of type III sulcus. Fig. 5. Examples of electroglottographic configurations of type III sulcus. Fig. 5. Examples of electroglottographic configurations of type III sulcus.     

A, B. Pit-shaped undulation during the closed phase C. Abrupt slope 

during closing phase showing decreased closed quotient      

 

 

 

 

○○○○AAAA     

○○○○BBBB     

○○○○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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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수술수술수술수술    전후전후전후전후    분석분석분석분석    

성대구 절제술과 성대내 하이알루로닉산 주입술 시행 후 2개월에 

음성분석을 시행한 5명 환자의 수술 전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Fig. 6). 그러나 수술 전후 분석은 대상 환자군이 5명뿐이고 

수술 후 2개월에 시행한 음성분석을 토대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결과 

분석에는 제한점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통계학적 분석결과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음성 효율의 일부 호전(MFR감소, Psub 감소, 

MPT증가) 및 기본 주파수의 호전을 보였다. 그러나 Jitter, Shimmer, 

HNR은 오히려 악화되어 추후 음성치료 등의 보조적 치료 및 장기간에 

걸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Sulcussectomy with injection laryngoplasty. Fig. 6. Sulcussectomy with injection laryngoplasty. Fig. 6. Sulcussectomy with injection laryngoplasty. Fig. 6. Sulcussectomy with injection laryngoplasty.     

A. After sulcussectomy with suture (right vocal fold) B. Injection 

laryngoplasty with hyaluronic acid     

○○○○AAAA     ○○○○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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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operative & postoperative voice parametersTable 3. Preoperative & postoperative voice parametersTable 3. Preoperative & postoperative voice parametersTable 3. Preoperative & postoperative voice parameters    

Normal (n=30)Normal (n=30)Normal (n=30)Normal (n=30)    Preop. (n=5)Preop. (n=5)Preop. (n=5)Preop. (n=5)    Postop. (n=5)Postop. (n=5)Postop. (n=5)Postop. (n=5)    
 

M(n=15) F(n=15) M(n=3) F(n=2) M(n=3) F(n=2) 

Perceptual analysisPerceptual analysisPerceptual analysisPerceptual analysis 

GGGG    

RRRR    

BBBB    

1.1 

0.96 

0.8 

1.07 

0.79 

0.93 

2.33 

2.33 

2 

1.83 

1.83 

1.5 

1.33 

1.33 

1 

1.5 

1.5 

1 

Aerodynamic studyAerodynamic studyAerodynamic studyAerodynamic study    

MFRMFRMFRMFR    

PsubPsubPsubPsub    

IntensityIntensityIntensityIntensity    

MPTMPTMPTMPT    

165.93 

65.93 

72.86 

19.54 

122.67 

46.13 

67.93 

18.00 

253.67 

116.33 

74 

10.05 

378.5 

216.5 

75 

7.325 

222 

81.33 

76 

12.95 

355 

146.78 

68.78 

9.39 

Acoustic analysis (sustained /a/ vowel) Acoustic analysis (sustained /a/ vowel) Acoustic analysis (sustained /a/ vowel) Acoustic analysis (sustained /a/ vowel)     

FxFxFxFx    

QxQxQxQx    

JitterJitterJitterJitter    

ShimmeShimmeShimmeShimme

rrrr    

HNRHNRHNRHNR    

118.44 

50.15 

0.35 

4.07 

23.35 

216.96 

49.76 

0.61 

7.39 

28.11 

187.61 

42.31 

13.37 

6.7 

22.73 

243.4 

33.01 

10.885 

6.28 

21.16 

167.47 

28.17 

16.7 

13.37 

15.29 

232.25 

40.85 

16.405 

5 

24.43 

Electroglottographic analysis (reading a passage of Electroglottographic analysis (reading a passage of Electroglottographic analysis (reading a passage of Electroglottographic analysis (reading a passage of ‘‘‘‘GaGaGaGa----EulEulEulEul’’’’) ) ) )     

FxMFxMFxMFxM    

FxSDFxSDFxSDFxSD    

QxQxQxQxMMMM    

QxSDQxSDQxSDQxSD    

CFxCFxCFxCFx    

CAxCAxCAxCAx    

121.5 

58.16 

48.2 

5.64 

4.9 

10.0 

187.7 

60.89 

50.5 

5.02 

4.6 

4.9 

194.28 

93.62 

41.17 

6.96 

20.29 

4.26 

247.19 

64.97 

65.5 

3.97 

7.39 

3.67 

177.4 

121.3 

46.5 

7.39 

30.44 

6.53 

239.94 

73.25 

61 

4.42 

6.99 

2.49 

G: Grade, R: Roughness, B: Breathiness, MFR: Mean flow rate; mL/sec, Psub: 

Subglottic pressure; mmH2O, MPT: Maximum phonation time; sec, Fx: Fundamental 

frequency; Hz, Qx: Closed quotients; %, HNR: Harmonic noise ratio; dB, FxM: Mean 

fundamental frequency; Hz, FxSD: fundamental frequency standard deviation; Hz, Q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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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closed Quotient; %, QxSD: closed quotient standard deviation; %, CFx: 

irregularity of frequency; %, CAx: irregularity of amplitude; % 

 

    

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성대구 질환군은 생리적 성대구부터 심한 성대인대의 손상을 갖는 

병적 성대구 유형에 이르기까지 그 질환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임상의들이 생리적 성대구와 병적 성대구의 임상적 감별을 

혼돈하기도 하며 병적 성대구의 다양한 병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생리적 성대구는 고유층의 천층 및 성대인대가 정상적이기 

때문이며 병적 성대구에 비해 성대점막파동이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병적 성대구와 감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생리적 성대구에는 정상적으로 방추형의 성대구 형태를 보일 

수 있는 성문위축, 노인성성대, 성대마비, 갑상피열근 위축증과 같이 그 

질환군이 다양하다.4 또한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성문폐쇄 부전과 

성문틈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성문의 위축이 심한 경우 

성문접촉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불완전 폐쇄의 형태도 관찰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임상양상으로 인해 점막파형만으로 병적 성대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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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이 어려울 경우 음성분석 결과를 통해 감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즉, 병적 성대구 환자들이 높은 음도의 잡음을 보이는 반면 생리적 

성대구 환자의 음성은 평균기본주파수가 정상 범주에서 관찰되며 음질 

역시 병적 성대구 환자보다 양호하게 나타난다.  

병적 성대구는 1. 궁형의 성문형태와 2. 성대구 변형이 존재하고 3. 

성대 고유층의 기능적 손상과 성대의 덮개-체부의 기능적 분리로 

성대점막의 경도와 성대진동의 손상을 특징으로 한다.4  

병적 성대구는 제 2 형 성대구 (성대열)와 제 3 형 성대구 

(성대구증)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술 현미경하에 

성대의 하연까지 직접 관찰하거나 수술 환자의 조직병리 소견으로 

성대인대의 손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3). 그러나 최근에는 

후두내시경 및 음성검사 장비의 발달로 임상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분류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유형별 임상특징과 음성분석 결과의 

차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동반된 임상 양상으로는 모세혈관 충혈이 병적 성대구 환자 총 

114 명 중 35%인 40 명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3 형 성대구에서 더욱 

흔하게 관찰되었다. 성대내 낭종이 동반 된 4 예에서는 모세혈관 충혈이 

모두 관찰되어 낭종으로 인한 염증반응과 신생혈관생성을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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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으로 생각되었다 (Fig. 3). Ford 등 4 은 이러한 점막혈관이 확연하게 

관찰되는 경우 성대 내 병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이는 병적 성대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점막 혈관은 주로 성대의 전후 

방향에 수직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후 

방향의 정상적인 패턴 역시 다수에서 관찰되었다.  

성대내 낭종은 성대구의 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성대내 낭종이 파열되어 심한 염증반응과 신생혈관생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유과정 중 섬유화가 성대인대로 진행된 경우 심한 

병적 성대구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성대낭종 상하연으로 상피가 

함입되어 성대구와 함께 mucosal bridge 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성대내 낭종이나 신생혈관 또는 충혈이 관찰되는 경우 병적 

성대구의 관련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하며 성대구가 발생 

전이라면 조기의 수술적 치료로 성대구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그룹간 비교분석과 사후검정 결과 청지각검사의 R은 세 그룹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G와 B는 제 1형과 제 3형, 제 2형과 

제 3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생리적 성대구와 병적 성대구의 

음성의 차이는 roughness차이가 가장 의미가 있으며 병적 성대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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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형과 제 3형의 비교에는 roughness와 함께 grade와 breathiness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기본주파수(Fx, FxM)는 생리적 성대구 그룹에서는 

정상범주이나 병적 성대구는 FxM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병적 

성대구 중에서는 제 2형 보다 제 3형이 FxM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병적 성대구의 F0가 정상군에 비해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6 Hirano등5은 이는 발성시 

성문폐쇄부전과 경도의 성대조직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즉 

발성시 경도가 증가된 성문의 심하지 않은 폐쇄부전이 고음의 잡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음의 잡음이 성대구가 심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병적 성대구의 유형 감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Hirano등5)은 기본주파수 범위 (F0 range)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반대로 FxSD는 성대구가 

심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본주파수 

불규칙성 (CFx)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 결국 음질의 불규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역학적 검사 결과 병적 성대구가 심할수록 음성효율이 떨어지나 

성대구가 미미한 경우 생리적 성대구와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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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었다.  음향학적 분석 결과 역시 Jitter와 HNR은 성대구가 

심할수록 음질의 악화를 보였으나 생리적 성대구와 제 2형 성대구(성대열) 

간에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음질의 악화는 성대구 변형과 성대 점막 

경도의 증가로 인한 성대진동의 불규칙성으로 인한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진폭 불규칙성보다는 주파수 불규칙성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전기성문파형검사 정량분석 결과에서도 CFx가 CAx보다 크게 (불규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특히 이러한 주파수 불규칙성은 특히 높은 기본주파수를 특징으로 하는 제 

3형 성대구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전기성문파형 검사는 정상 발성 하에서 성대 진동 

과정 중 성문 폐쇄 양상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파수와 

접촉율의 상관 관계를 알 수 있으며, 또한 2 분 이상의 문단 읽기를 통해 

분석하므로 검사 재료간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검사방법이다. 전기성문파형검사 결과 평균성대접촉율 (QxM)은 세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 2 형보다 제 3 형에서 

QxM 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성대구가 심할수록 불규칙한 

성대진동으로 인한 접촉률의 불규칙성의 증가와 함께 기능적 보상에 의한 

가성대의 접촉 등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기본주파수와 성대접촉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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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도를 통해 각 유형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각 유형별 주파수 분포의 

차이와 함께 성대 접촉의 불규칙성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제 

3 형에서 성대접촉률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경도의 성대점막의 

불규칙적인 진동과 보상작용에 의한 기능적 이상의 결과로 생각된다.   

병적 성대구의 발병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Bouchayer7 등은 선천적 원인에 의해 성대구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제 4, 6 새열궁의 이상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가족력이나 음성장애의 발현이 55%에서 성인이전에 

시작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천적 표피낭의 파열이나 부적절한 절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후천적 원인은 Van Caneghem15 등이 

주장하였으며 외상이나 결핵성 후두염 등과 같은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Nakayama 등 16 은 자극이나 염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후두암 specimen 의 48%에서 인접 부위의 성대구 

변형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병적 성대구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항목에 대한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었으나 가족력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유전자 검사와 같은 방법,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 성대내 

이물주입 후 성대구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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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구 질환군의 치료는 각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생리적 성대구의 경우는 원인 질환이 없는 

무증상의 환자는 치료가 필요 없고 증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음성치료만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증상을 동반한 궁형성대의 

교정을 위해서는 성대내 주입술 10 이나 성대 내전술 11 과 같은 술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제 2 형 성대구는 성대구 변형의 교정만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술식인 incision with undermining,8 incision 

with slicing6 술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제 3 형 

성대구는 성대구 변형과 함께 고유층의 섬유화와 이로 인한 경도의 

점막조직을 제거하여 성대덮개를 체부 위에 재건하는 술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대구 절제술 8 이 유용한 술식이 될 것이며 이 와 함께 

궁형성대의 교정을 위한 성대내 주입술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대상 환자가 

적어 통계학적 의미를 볼 수는 없었으며 추후 더 많은 대상을 통한 

연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 2 형 성대구와 제 3 형 성대구의 임상적, 

음성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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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형 성대구는 1. 방추형 성문 형태를 보이며, 2. 성대의 

내측연을 따라 선형의 함몰이 관찰되고, 3. 성대진동의 이상, 4. 기본 

주파수의 증가, 5. 조직학적으로 성대상피와 성대인대의 선형부착을 

특징으로 한다.  

제 3형 성대구는 1. 방추형 성문 형태, 2. 성대 내측연의 우묵하게 

함몰된 구, 3. 성대점막의 경도(stiffness) 증가, 4. 심하게 손상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성대진동, 5. 동반된 성대낭종과 심한 염증반응, 6. 

기본주파수의 증가와 고음의 잡음, 7. 조직학적으로 성대상피의 성대 

인대로의 유착과 침범을 특징으로 한다. 

추후 성대구 질환의 발병기전을 증명할만한 동물실험 등의 연구와 

성대고유층의 세포밖 기질에 대한 기초 연구 및 각 질환군에 따른 치료 

효과의 판정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３２ 

Table 4. Classification of sulcus deformity groups Table 4. Classification of sulcus deformity groups Table 4. Classification of sulcus deformity groups Table 4. Classification of sulcus deformity groups     

Type I sulcType I sulcType I sulcType I sulcusususus    

1. 방추형 성대와 생리적 성대구 형상  

(bowing vocal fold with physiologic sulcus configuration)  

2. 정상 또는 경도의 점막파동 저하  

(normal or minimally altered mucosal wave) 

3.  정상적인 성대인대 (intact lamina propria)  

Type II sulcusType II sulcusType II sulcusType II sulcus    

1. 방추형 성문 형태 (spindle-shaped glottal area) 

2. 성대의 내측연을 따라 선형의 함몰  

(a linear depression along the medial margin of the vocal fold)  

3. 성대진동의 이상 (altered vocal fold vibration)  

4. 기본 주파수의 증가 (increae of F0)             

5. 조직학적으로 성대상피와 성대인대의 선형부착  

(a linear attatchment of epithelium to vocal ligament) 

TypeTypeTypeType III sulcus  III sulcus  III sulcus  III sulcus     

1. 방추형 성문 형태 (spindle-shaped glottal area)  

2. 성대 내측연의 우묵하게 함몰된 구 (medial pit-shaped sulcus)  

3. 성대점막의 경도(stiffness) 증가 (severe vocal fold stiffness)  

4. 심하게 손상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성대진동 (markedly altered vocal fold 

vibration to complete absence of mucosal wave)  

5. 동반된 성대낭종과 심한 염증반응  

(presence of contiguous cyst or severe inflammatory reaction)  

6. 기본주파수의 증가와 고음의 잡음  

(increase of F0 and high-pitched noise)         

7. 조직학적으로 성대상피의 성대 인대로의 유착과 침범  

(a focal invagination of epithelium through the vocal lig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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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성대구 질환군은 질환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며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통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각 질환군의 

임상양상 및 조직병리와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음성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각 유형별 감별 및 분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이상적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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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use of voice analysis and electroglottographic Clinical use of voice analysis and electroglottographic Clinical use of voice analysis and electroglottographic Clinical use of voice analysis and electroglott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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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ong(Directed by Professor Hong(Directed by Professor Hong(Directed by Professor Hong----Shik Choi) Shik Choi) Shik Choi) Shik Choi)     

 

Background and ObjectivesBackground and ObjectivesBackground and ObjectivesBackground and Objectives    : Sulcus deformity groups are classified into 

physiologic sulcus (type I) and pathologic sulcus including sulcus 

vergeture (type II) and sulcus vocalis (type III), and their disease 

spectrum is widely rang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and phonetic characteristics for the different types of sulcus 

deformity groups, to introduce the new surgical technique and help to 

develop a more rational approach to treatment, and to help to 

understand the pathogenesis and plan the future study. Materials and Materials and Materials and Materials and 

Method Method Method Method :    The clinical and voice records of 146 patients were reviewed. 

All the patie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stroboscopic findings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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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groups. The clinical findings were evaluated. Voice analysis of 

the perceptual, aerodynamic, acoustic, and electroglottographic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The voices of 5 patients who 

underwent sulcussectomy and vocal fold injection with hyaluronic acid 

were evaluated 2 months after surgery. Furthermore, the voices of 30 

normal controls were recorded and analyzed. Results Results Results Results : According to 

sulcus deformity groups classification, 32 patients (21.9%) were Type I, 

61 (41.8%) were type II, and 53 (36.3%) were type III. Capillary ectasia 

was frequently observed as an associated clinical finding (30% in Type 

II, 42% in Type III) and vocal fold stiffness was most frequently 

observed in Type III sulcus (60%). Roughness (R) and mean 

fundamental frequency (Fx, FxM) differed significantly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sulcus’ groups. Grade (G), breathiness (B), mean 

flow rate (MFR), subglottic pressure (Psub), maximum phonation time 

(MPT), Jitter, and harmonics to noise ratio (HNR)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ype I and III, and Type II and III. Pathologic sulcus showed 

the characteristic findings of electroglottographic configurations and 

fundamental frequency (Fx) – closed quotient (Qx) scatter plot. 



 ３９ 

Conclusion Conclusion Conclusion Conclusion : Based on understandings of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phonetic difference, and pathophysiology of sulcus deformity group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and classify the different types and plan the 

r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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