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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Mutational dysphonia, also referred to as mutational falsetto, is defined as the dysphonia that con-
tinuously have high pitch after adolescenc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coustic and electroglottographic cha-
racteristics of mutational dysphonia before and after voice therapy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may be of help in its treatment. 
Subjects and Method：The clinical records of 15 patients with mutational dysphonia were reviewed, and analyses of their voice 
records were carried out with the help of Lx Speech Studio studio (Laryngograph Ltd, London, UK) program. Results：After 
voice therapy was combined with manual compression method, the voices of the subjects were lowered in pitch and also improved 
in voice quality. Furthermore, we were able to classify the mutational dysphonia into 4 categories according to diplophonia and 
closed quotients. The most common type among the categories was bimodal distribution of fundamental frequency, or so-called 
diplophonic, accompanied with low closed quotient - falsetto voice - at high frequency area. However,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all cases of mutational dysphonia can not be generalized simply as falsetto voice. The effect of the therapy for each type was diffe-
rent, and we could assume that in the cases with diplophonia accompanied with non-trained falsetto voice,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treated readily. Conclusion：The diplophonia and closed quotient, which were easily analyzed by using Lx Speech Studio pro-
gram, are important factors which help to classify the mutational dysphonia, choose the treatment options, monitor the efficacy 
of therapy, and estimate the prognosis of diseases. (Korean J Otolaryngol 2005;48:14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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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변성발성장애(mutational dysphonia, mutational falsetto)

는 사춘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음성을 나타내는 음성장애

의 질환 중 하나이다.1) 원인은 제 2 차 성징의 발현과 함께 

유발되는 후두의 성장, 특히 성대 길이의 증가와 그에 따라 

나타나는 음도의 저하에 잘못 적응하여 사춘기 이전의 고

음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가성화 발성에 의한 것이 대

부분으로 대개 심리적인 문제를 수반하며,2) 기질적인 원인

은 드물며 정확히 찾아내기가 어렵다.1) 

이러한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후두가 경부에서 높게 위치하

고, 설골과 갑상연골 사이의 공간이 좁으며, 후두가 아래쪽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 또한 윤상갑상근의 수축으로 성대가 

지속적으로 긴장되거나 가늘어진 상태를 유지하며, 성대의 용

적이 감소하고, 성문하압이 최소한으로 유지되어 성대의 내측

면만이 진동하므로 고음도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그렇지만 아직까지 변성발성장애의 음도 변이나 음질에 대

한 연구 외에 음도 변화와 성대 접촉 양상과의 관계, 즉 실

제로 가성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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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변성발성장애의 음성 

특성과 치료의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이전에 증례 보고를 통해 

변성발성장애 환자의 음성특징을 분석한 적이 있으며,3)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증례의 음성분석을 통해 음향학적 및 

성대접촉에 관한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음성치료 전

후의 음성의 특성을 비교하여 치료에 도움이 될 인자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  상  

2002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본원에서 변성발성장

애 진단을 받고 음성치료 후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15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질적인 문제를 동반하였거나 검사기

기가 달랐던 경우는 제외하였다. 환자는 모두 남자였으며 연

령분포는 15세부터 27세(평균 18세)로 학생들이 대부분이

었다. 대부분 환자들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자주 잠기

며 음성이 높고 힘이 없음을 호소하였으며,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친구들로부터“여자 목소리 같다”는 놀림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큰 상태였다. 

 

방  법 

 

음성치료 

환자들은 첫 진찰 후 후두 압박술(manual compression)

을 포함하여 치료 기간은 1개월~1년 동안, 치료 횟수는 3~ 

42회까지 평균 15회의 음성치료를 시행받았으며 후두 압

박술은 손가락으로 갑상 연골의 돌출 부위나 그 주변을 후

하방으로 압박함으로써, 후두가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성대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어 성대의 접촉이 불량

한 가성화된 소리를 산출하는 대신에 성대의 긴장이 줄면서 

성대 접촉이 되고 저음의 성대음이 산출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이를 무의미 음절부터 단어, 문장, 문단, 일상 대화 수

준으로 발화 길이를 증가 시키고 발화 수준을 확장하였다.  

 

음성정밀검사 

치료 전과 치료 후에 Phonatory function analyzer(Mo-
del PS 77H, Nagashima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공기역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Lx speech studio(Laryn-
gograph Ltd., London, UK)를 이용하여 음향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EGG 전극을 환자의 갑상연골 양측에 고정시킨 

후, 평상시 발성법으로 /아/ 모음을 약 2초간 연장발성하고

‘가을’문단 읽기를 시행하였으며 모음은 안정구간 300 ms

에서 기본주파수(Fx), 성문폐쇄율(Qx), Jitter, Shimmer, 

신호대잡음비(HNR)를 측정하였고(Fig. 1), 녹음된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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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성문폐쇄율(QxM), 주파수불규칙성(Fx % irregularity；

CFx), 강도불규칙성(Ax % irregularity；CAx)을 관찰하

였다. 또한 LxStrobe 2(Laryngograph Ltd., London, UK)

를 이용하여 후두스트로보스코피를 시행하였다. 

 

통  계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SPSS, ver. 

11.5) 프로그램을 통해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신뢰 

수준은 95%로 하였다. 

 

결     과 
 

임상적 특징 

환자의 목소리는 모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음도의 가성

화된 음성이었고 저음을 못 내었으며 약하고 기식음을 동반

한 상태였다. 정상적인 신체조건을 보이고 있었고, 성발달 

지연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이비인후과적 진찰소견상 13

명이 정상 후두 발육 상태를 보였으나 2명에서 갑상연골이 

작거나 후두개의 발육 저하 소견을 보였다. 15명 중 10명

에서 정상인에 비해 갑상설골공간이 좁고, 발성과 함께 경

부촉진시 후두상승 및 설골상근의 심한 수축 소견을 보였다. 

내시경 검사상 7명에서 성대가 가늘고 전 후 길이가 정상에 

비해 짧은 소견을 보였고 6명에서 성문틈과 불규칙한 성대 

접촉 양상을 보였다. 15명 모두 호흡과 발성시 성대의 여

닫힘 운동은 정상이었다. 다수의 환자들은 성인에 대한 불

안과 거부감, 강압적인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집

착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발성 문제

로 인한 2차적인 심리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외 

기질적 원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음성분석 

변성발성장애 15예의 진단 당시 시행한 음성분석의 결과

는 Table 1과 같으며, 후향적 연구로 인한 제한으로 공기

역학적 검사는 5예에서만 분석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통계학

적으로 제한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공기역학적 검사상 평균

호기류율(mean flow rate)은 217.6 ml/sec로 정상보다 증

가하였으나 성문하압(Psub)은 60.33 mmH2O로 높지 않았

으며 최장발성지속시간(maximum phonation time)은 평균 

13.3초로 약간 감소되어 있었다. 음성강도는 73.46 dB로 대



 
 
 
 
 
변성발성장애 

Korean J Otolaryngol 2005;48:1484-90 1486 

부분이 정상 범주에 속하였다. 

/아/모음 연장 발성을 통한 음향학적 분석 결과 기본주파

수는 평균 193.41 Hz(142.36∼241.12 Hz)였고 성문폐쇄

율은 평균 26.21%(0~50.68%)로 15예 중에서 검사상 성

대접촉이 미약하여 모음 연장 발성을 통해서는 성문폐쇄율

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3예가 있었다. Jitter는 평균 2.61%, 

Shimmer는 9.88%, 신호대잡음비는 23.64 dB로 음질이 나

쁜 상태였다. 

약 2분간의 어음 재료인‘가을’문단 읽기를 통한 음향학

적 및 전기성문파형분석 결과 평균기본주파수는 198.85 Hz 

Fig. 1. Example of analysis from rea-
ding sentence on Lx Speech Studio 
program showing multi-channel of 
voice (upper), diplophonic frequ-
ency (mid), and closed quotient 
(lower). 

 

Fig. 2. The diverse types of muta-
tional dysphonia on scattogram 
(QxFx) by Lx Speech Studio pro-
gram. QxFx：Scattogram of Qx 
and Fx (quality index distribution), 
Qx：closed quotient, Fx：funda-
mental frequency. A：Type I；
diplophonia with non-falsetto voice. 
B：Type II；non-diplophonia with 
non-falsetto voice. C：Type III；
diplophonia with falsetto. D：Type 
IV；non-diplophonia with false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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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6~268.99 Hz)였고, 평균성문폐쇄율은 43.3% 

(28.81~59.54%)로 나타났다. 주파수 불규칙성은 평균 

21.65%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도 불규칙성은 6.95%로 비교

적 정상범위였다. 

Lx Speech Studio를 이용하여 이러한 변성발성장애의 음

성 특징을 음향학적 분석과 전기성문파형분석을 통해 다각

적으로 관찰한 결과,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

었다. 제 Ⅰ 형은 이중음성을 보이면서 비정상적 고음도에서

의 성문폐쇄율이 높아 가성화된 음성을 보이지 않은 경우 

(Fig. 2A), 제 Ⅱ 형은 이중음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성문폐

쇄율이 넓게,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경우(Fig. 2B), 제 Ⅲ 형

은 이중음성을 보이면서 성문폐쇄율이 정상보다 낮은, 가성

화된 음성을 보이는 경우(Fig. 2C), 제 Ⅳ 형은 이중음성 현

상 없이 가성화된 낮은 성문폐쇄율을 보인 경우(Fig. 2D)

이다. 본 연구에서 Ⅰ형은 3예, Ⅱ형은 4예, Ⅲ형은 6예, Ⅳ

형은 2예였으며 이는 성문폐쇄율과 기본주파수에 관한 분포

도를 통해 쉽게 분류할 수 있었다. 

  

음성 치료 후 변화 

모든 예에서 음성치료를 통해 습득한 저음도를 일상생활

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상적으로도 후두근

육의 긴장 완화와 성대접촉면이 넓어지거나 성문틈이 감소

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음성치료 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음성치료 후 공기역학적 검

사에 대한 분석 결과 평균호기류율은 217.6 mL/sec에서 

181.8 mL/sec로 감소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결과

는 아니었으며 성문하압은 60.33 mmH2O에서 88.2 mmH2O

로, 최장발성지속시간은 13.3초에서 16.46초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음성효율의 향상을 보였으며, 음강도

는 치료 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향학적 분석 결과 기본주파수는 193.41 Hz에서 113.49 

Hz로 감소하였으며, 성문폐쇄율은 26.21%에서 55.04%로 

증가하였고 이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Jitter와 Shimmer는 각각 2.61%에서 0.64%, 9.88%에서 

4.7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신호대잡음

비는 23.64 dB에서 22.52 dB로 오히려 약간 악화되었으나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전기성문파형 검사 결과 평균기본주파수는 198.85 Hz 

(142.26~268.99 Hz)에서 115.62 Hz(98.02~136.34 Hz)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저음도로 낮아졌으며 주파수대

의 범위도 정상 남자의 범위로 좁아졌다. 평균성문폐쇄율은 

43.3%(28.21~59.54%)에서 51.9%(42.65~59.47%)로 유

의하게 상승되어 정상범위의 성문폐쇄율을 보이게 되었다. 

주파수불규칙성은 21.65%에서 5.2%로 유의하게 향상되어 

주파수변화의 안정화를 보였으나 강도불규칙성은 6.95%에

서 7.15%로 증가하여 강도의 불규칙성은 남아있었으나 통

계학적으로 의미없는 결과였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본

주파수에 대한 분포도(DFx, Fig. 3A)나 성문폐쇄율에 대한 

분포도(DQx, Fig. 3B), 그리고 두가지 모두 관찰할 수 있는 

분포도(QxFx, Fig. 3C)를 통해 치료후의 결과, 즉 이중음

Table 1. Pre & posttreatment voice parameters 

 Pre.  Post.  p* 

Aerodynamic study (n=5) 
Intensity  
MFR  
Psub  
MPT  

073.46 
217.60 
060.33 
013.30 

075.60 
181.80 
088.20 
016.46 

<.115†0 
<.210†0 
<.021†0 
<.021†0 

Acoustic analysis (sustained /a/ vowel) (n=15) 
Fx  
Qx  
Jitter  
Shimmer  
HNR  

193.41 
026.21 
002.61 
009.88 
023.64 

113.49 
055.04 
000.64 
004.74 
022.52 

0<.000† 
<.0003† 
<.0492† 
<.0016† 
<.6155† 

Electroglottographic analysis (reading passage of ‘Ga-Eul’) (n=15) 
FxM (90% CI) 
QxM (90% CI) 
CFx  
CAx  

198.85 (142.26-268.99) 
043.30 (028.21-059.54) 

21.65 
06.95 

115.62 (98.02-136.34) 
051.90 (42.65-059.47) 

5.20 
7.15 

<.0113† 
<.0156† 
<.0028† 
<.8935† 

*paired t-test, †p<.05,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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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damental frequency；Hz, QxM：mean closed quotient；%, CFx：irregularity of frequency；%, CAx：irregularity of amplitude；% 
(reference value：FxM；121.49±58.16, QxM；48.17±5.64, CFx；10.04±2.47, CAx；4.8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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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하나의 저음도로 바뀐 현상이나 성문폐쇄율의 안정화

를 보인 결과 등이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되었다. 

 
고     찰 

 

사춘기에 내분비계의 발달과 함께 후두의 성장과 음도

(pitch)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상적으로 남자의 경우 1 옥

타브, 여자의 경우 1/3~1/4 옥타브 정도 떨어지게 되며, 이

러한 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고음성을 나타내

는 질환을 변성발성장애라고 한다.1) 

심리적인 원인으로는 일찍 변성기가 나타난 경우 목소리

에 대한 거부감으로 의도적으로 고음도를 내거나, 성장과 더

불어 부여되는 사회적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성

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자아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남성의 

역할보다는 여성의 역할에 더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경우 등

을 들 수 있다.2) 드물지만 기질적 원인으로는 내분비계의 발

육장애에 의해 후두 발육부전이 초래되어 갑상연골이 여성

의 형태를 가진 경우나 자신의 목소리를 조절할 수 없는 중

등도 이상의 난청이 있는 경우, 신경학적 혹은 전신질환으로 

인한 성대의 약화나 호흡량의 감소로 인해 충분한 성문하압

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1) 

치료로는 우선 음성 치료와 함께 도수 후두근육 긴장완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3-6) 대체로 변성발성장애의 원인이 

기질적이지 않을 때 효과적이다.5) 설골상근의 과도한 수축

으로 음성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설골

상근에 보툴리눔 독소 주입을 시도해 볼 수 있다.7)8) 후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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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a case of 18-
years old mutational falsetto patient 
with analysis from reading sentence 
by Lx Speech Studio program be-
fore and 1 month after treatment. 
DFx：distribution of fundamental 
frequency, DQx：distribution of clo-
sed quotients, QxFx：Scattogram of 
Fx and Ax quality index distribution 
(left：pre., right：post-therapy). 
A：The stabilization of diplophonic 
distribution of fundmental frequ-
ency to a single low pitch after the 
voice therapy. B：The stabilization 
of the closed quotients at two dif-
ferent frequencies. C：The change 
of bimodal distribution of FxQx to a 
low pitch and stabilization of the 
closed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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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를 이용하여 설골상근이 발성에 따라 수축하는 것을 

확인한 후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하여 후두의 구조적인 변화

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저음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툴리눔 독소의 작용은 약 3~6개월간만 지속되므

로 목소리가 다시 원상태로 환원이 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

다.7) 상기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제 3 형 갑상연골성

형술이나 설골상근과 설골을 분리시키는 방법(suprahyoid 

release)과 같은 수술적 치료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9)10) 

수술적 치료는 환자에게 심적 부담감이 크며 감염의 위험성

이 있고 치유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수술 후 음질적인 문

제가 남아 있거나 음도 저하가 완전하지 못할 수 있다.9) 

변성발성장애의 경우 대체로 음도가 높은 경우 외에도 연

약하며, 낮은 성문하압으로 구강내압의 형성이 불완전하여 

기식음이 많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상태에서 치료 후 발성

시 성대 접촉면이 넓어지고 호흡 양상이 개선되면서 음질 또

한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이중음성은 발성시 서

로 다른 2개의 음도가 나타나는 경우로 주로 성대 긴장의 

불균형에 의해 생성되며 임상적으로 변성발성장애 외에 불

완전한 성문 폐쇄를 보이는 일측 성대마비의 경우나 성대 낭

과 같은 성대질환에서도 관찰된다.12)13) 

저자들이 음향학적 분석과 전기성문파형분석을 통해 변성

발성장애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I형의 경우 

특징적으로 100 Hz 부위와 200 Hz 부위에서 이중음성 현

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치료 후에는 정상적인 남성의 저

음도로 변화하였다. 성문폐쇄율은 서로 다른 2개의 주파수

대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접촉율을 보였고 불안전한 양상

을 나타냈으며, 치료 후에는 접촉양상이 안정화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성문폐쇄율과 기본주파수분포의 상관관계에서 비

정상적인 고음도를 보일 때 오히려 성문폐쇄율이 높게 관찰

되는 것은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고음도에 익숙해진 환자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느렸다. Ⅱ형의 경우 이중음성 현상은 보이지 않으

나 200 Hz 부위의 고음도에서 불안정한 성문폐쇄율을 보

이는 경우로, 불안정한 발성을 보이나 저음도를 전혀 내지 

못하므로 치료가 쉽지 않았던 유형이었다. 가장 많은 Ⅲ형

은 이중음성현상과 함께 고음도가 가성화된 발성으로 나타

난 경우로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사료되며 치료 역시 용이

하였다. 가성화된 발성을 보이나 이중음성이 없는 Ⅳ형의 경

우 역시 Ⅱ형과 같이 전혀 저음도를 내지 못하던 경우로 치

료기간이 오래 걸린 유형이었다. 

저자들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변성발성장애의 특징

을 낮은 성대접촉률을 보이는 가성화된 음성으로 일률적으

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

의 성향이나 주변인의 도움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중음성을 보이며 

가성화된 발성을 하는 경우일수록 치료가 용이하였다. 또한 

이중음성을 보이나 고음도의 발성이 훈련된 음성으로 약하

지 않고 확고한 경우에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 느린 편이었

다. 이러한 음성특성을 살펴보면 향후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치료 후 주파수불규칙성은 치료 전 21.65%에서 치료 후 

5.2%로 향상되었으나 강도 불규칙성은 치료 전 6.95%에

서 치료 후 7.15%로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계학적으

로 의미있는 변화는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Jitter와 

Shimmer 모두 감소하여 치료 전에 비해 음질의 개선을 보

였으나 신호대잡음비가 치료 전에 비해 악화된 것도 정상 

범위 내에서의 변화로 음질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변화는 아

닌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     론 
 

이상으로 전기성문파형과 음향학적 및 공기역학적 음성

분석을 통해 변성발성장애환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징

적으로 200 Hz 부위와 100 Hz 부위의 이중음도를 보이

면서 서로 다른 접촉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 진단이 용이

하며 이미 낮은 음도를 산출하고 있거나 고음도의 음성이 

훈련되지 않은 가성화된 발성인 경우일수록 치료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Lx Speech Studio는 기본

주파수 분포나 성문폐쇄율과의 상관관계 등과 같은 자료

를 제공하기 때문에 변성발성장애 환자의 진단과 치료 결

정 및 예후 예측에 있어 매우 유용한 검사방법으로 사료

된다. 

결론적으로, 변성발성장애 환자의 기본주파수 분포를 통해 

이중음성 현상과 성대접촉양상을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예

후를 예측할 수 있으며 치료에 있어서 과도한 수술적 치료

방법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변성발성장애·이중음성·전기성문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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