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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성 장애 환자의 진단, 치료 및 치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적절한 음성 검사가 필요하다. 음성 검사에서 음향분

석기기와 청각학적 검사만으로 음성의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환자의 목소리 상태를 완벽하게 평가하는 데는 한계

가 있고 검사 결과가 환자가 느끼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평

가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음성 

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음성 질환의 정도를 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

많은 노력을 들였고, 음향, 공기 역학적 분석은 음성 질환의 

심한 정도를 양적으로 표현하고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차이를 

측정하는 기초가 되었다.1,2) 하지만 객관적인 측정 방법은 질

병에 대한 관점, 각각의 질병에 대한 측정 효과 및 측정 방식

에 있어서는 제한 점이 있다.3)게다가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 결

과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질병의 정도와는 밀접한 상관관

계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자의 주관적인 음

성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범위와 치료 성공율

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음성 장애 지수는 음성 질환에 의해 환자가 느끼는 장애 정

도를 치료 전과 후에 주관적인 환자의 느낌을 수치화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1997년 Jacobson 

등1)에 의해서 고안되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음

성 장애 지수의 측정은 후두 미세 수술 전후 주관적 음성 장

애 정도를 수치화하여 수술 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데 의

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 후두 질환을 진단받고 후두 미세 수술

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수술 전 후에 음성 장애 지수 설문지

(Voice Handicap Index, VHI)를 이용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음성 장애 지수를 비교하여 음성 개선 정도를 알아보고 남녀

간에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의 차이와 음성 장애 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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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양성 성대 질환으로 진단받

고 현미경하 후두 미세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술 후 3개월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55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이 중 남자는 35례, 여자는 20례였고 평균 나이는 43.9세

(17~65세)였다. 총 55례 중 성대 결절이 50례였고, 성대 폴립이 

3례, 성대 낭종이 2례였다. 술 후 최소 일주일간 성대 안정(voi-
ce rest)를 시켰으며, 모든 환자에서 추적 검사를 통해 술 후 3

개월 이후 설문지를 통한 음성 장애 지수를 조사하여 비교 분

석 하였다.

음성 장애 지수는 1997년에 Pittsburg Voice Center의 Jac-
obson 등1)이 제시한 음성 장애 지수를 이용하였다. 음성 장

애 지수는 총 30개의 문항이며 기능적, 물리적, 감성적 영역이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된다. 기능적 영역은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어한다”, “내 음성의 장애는 나의 개인

적, 사회적 생활을 제한한다” 등의 문장처럼 일상생활에 음성 

장애의 영향을 말하며, 물리적 영역은 “나는 말을 할 때 숨이 

차다”, “난 발성을 하는데 있어서 목에 많은 힘을 주어야 한

다.” 와 같이 후두의 불편함이나 음성 발성의 장애에 대한 환

자의 느낌에 대한 문항이다. 감성적 영역은 “나는 내 목소리가 

창피하다” 또는 “사람들이 내가 한말을 반복하라고 하면 난 

짜증이 난다” 처람 음성 장애에 대한 환자의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이다(부록 1). 문항에 대해 환자는 장애를 느끼지 않

을 때 0점, 항상 장애를 느낄 때 4점으로 표시하며 정도에 따

라 0, 1, 2, 3, 4 의 숫자를 선택하게 하였다. 음성 장애 지수의 

총합은 0점에서 120점까지 나타나게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술 후 적어도 3개

월 후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음성 장애 지수의 기능적(funct-
ional factor), 물리적(physical factor), 그리고 감성적(emotional 

factor)영역의 점수를 각각 비교하여 각 변수(나이, BMI, 성별)

에 따른 상관관계를 수술 전 후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검증 방법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10.0)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로 통계처리 하였다. 수

술 전후 각 변수(나이, BMI, 성별)에 따른 기능적, 물리적, 감

정적 영역의 상관관계와 음성 장애 지수와 지수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r)을 구하여 분석하였으

며 성별에 따른 음성 장애지수의 상관관계는 multiple logis-
tic regression 을 이용하였다. 모든 검사에서 95% 신뢰도를 기

준으로 하였고 p-value＜0.05를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양성 성대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환 별 환자분포는 성대 결절(n=50), 성대 폴립(n=3), 성대 

낭종(n=2)이었다. 남녀 비는 1.75 : 1 이고 평균 나이는 43.9세

(17~65세)였다. 환자들의 평균 BMI(kg/m2)는 성대 결절에서 

21.9, 성대 폴립에서 24.3, 성대 낭종에서 25.2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후두 미세 수술 전과 후 음성 장애 지수의 총합은 수술 전 

45점에서 술 후 32.3점으로 유의한 감소(p=0.02)를 보였다. 각 

영역별로 보면 기능적 영역 지수(Functional)는 22.9점에서 

14.4점(p=0.01), 감성적 영역 지수(Emotional)는 11.7점에서 

8.85점(p=0.03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물

리적 영역 지수(Physical)는 10.7점에서 9점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환자들의 나이, BMI, 성별과 수술 후 주관적 음성 장애 지

Table 1. Comparison of VHI scores before and after laryngeal microscopic surgery in benign vocal cord lesions (n=55)

Functional Physical Emotional Total

Preoperative 22.9 10.7 11.7 45
Postoperative 14.4 9 8.85 32.3
p-value 0.01* 0.280 0.034* 0.02*

Significance at p＜0.05. * : Paired T-test 

Table 2. Correlation of postoperative VHI scores with Age, BMI, and Sex

Postoperative Functional Physical Emotional
Measure p-value Measure p-value Measure p-value

Age (coefficient) 0.181 0.187* 0.160 0.244* 0.143 0.296*
BMI (coefficient) -0.127 0.356* 0.095 0.493* -0.021 0.877*
Sex (mean value) 0.141† 0.329† 0.686†

Male  13.30 8.35 6.90
Female 15.08 9.37 9.97

* : Pearson’s correlation, Significance at p＜0.05, †: Independent T-test, Significance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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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을 때, 조사한 변수에서 나이, BMI, 그

리고 성별은 음성 장애 지수의 기능적, 물리적 그리고 감성적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2). 남녀간의 

음성 장애 지수의 각 영역별 다중 회귀 분석 결과 기능적, 물

리적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감성적 영역에서는 남

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AOR=0.292 ; 95% CI=0.098-

0.869, p=0.01). 이는 수술 후 감성적인 요소가 남성에서는 더 

크게 나타났으나 여성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수술 후 감정적으로 호전되었다고 느끼

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음성 장애 지수와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수술 전 기능적 영역 지수(functional)에 대한 물리적 영역 지

수(physical), 감성적 영역 지수(emotional), 총점(total)의 Pear-
son’s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r은 0.628, 0.647, 

0.878(Each of p＜0.001), 물리적 영역 지수에 대한 감성적 영역 

지수, 총점의 Pearson’s r은 0.765, 0.842(Each of p＜0.001), 

감성적 영역 지수에 대한 총합의 Pearson’s r은 0.908(p＜0.001)

이었다. 수술 후 기능적 영역 지수에 물리적 영역 지수, 감성적 

영역 지수, 총점의 Pearson’s r은 0.853, 0.832, 0.955(Each of 

p＜0.001), 물리적 영역 지수에 대한 감성적 영역 지수, 총점

의 Pearson’s r은 0.846, 0.945(Each of p＜0.001), 감성적 영

역 지수에 대한 총합의 Pearson’s r은 0.938(p＜0.001)이었다. 

수술 전 후에 시행한 음성 장애 지수에서 각 영역들의 지수들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양성 후두 질환을 앓

은 환자에서 기능적, 물리적, 정서적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환자

의 생활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고      찰 

음성 장애 지수는 이전 연구에서 수술 전 후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유의함 지표임이 이미 확인되었고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 및 검사 장비 없이 설문지로만 시행

할 수 있는 검사로써 환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음성 장애 정도

를 기능적, 물리적, 감성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치료 전 후에 

수치화하여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1)이 검사가 

주관적인 평가이기에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음

향분석기기와 객관적인 청각학적 검사에 대한 보완하는 한 

방법이 되며, 음성 장애로 인한 정신적 혹은 사회적인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음성 장애의 정도를 치료 후 환자의 만족도를 

대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의 의미가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our domains of VHI by each other (n=55)

Functional Physical Emotional Total

Preoperative
Functional 1 0.628* 0.648* 0.878*
Physical 0.628* 1 0.765* 0.842*
Emotional 0.648* 0.765* 1 0.908*
Total 0.878* 0.908* 0.842* 1
Postoperative
Functional 1 0.853* 0.832* 0.955*
Physical 0.853* 1 0.846* 0.945*
Emotional 0.832* 0.846* 1 0.938*
Total 0.955* 0.945* 0.938* 1
Significance at p＜0.05. * : Pearson’s correlation 

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VHI scores between and male and female patients with benign vocal cord lesions 

% AOR 95% CI p-value

Functional 0.293
Male 40.9 1
Female 59.1 0.389 0.093-1.626

Physical 0.140
Male 44.4 1
Female 55.6 0.467 0.179-1.214

Emotional 0.010*
Male 36.4 1
Female 63.6 0.292 0.098-0.869

Significance at p＜0.05. * :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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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검사의 재현성은 비교적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

고 환자의 자가청인지적 음성 평가와의 연관성도 우수한 편

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도구로 인정되고 있다.1,8)그러나 

환자가 본인의 음성 장애로 인해 느끼는 사회적, 심리적 불편

감은 환자의 직업, 사회적 위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개인차

가 있기 때문에 음성 장애 지수 점수의 수치가 음성 장애의 

정도를 그대로 대변하지는 못하며 음성 장애 지수 수치만으로 

환자와 환자간의 절대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7) 

본 연구에서 55례의 양성 성대 질환 환자를 수술한 결과 음성 

장애 지수는 전체적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 

후 대체적으로 주관적인 증상의 호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었다. 각 항목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기능적 영역과감성

적 영역의 음성 장애 지수는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물리적 영

역의 지수는 수술 전과 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수

술 후 신체적으로 발성의 문제나 건조감을 많이 느끼고 또한 

발성을 하는데 수술 전에 비해 목에 힘을 준다던 지 아니면 

목소리의 변화 등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느끼는 불편 감이 커

진 것이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9) 아마도 음성 장애 질환을 가

진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시점이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

는 시기라는 것과 상통하리라 본다. 양성 성대 질환에서 수술 

전 후 음성 장애 지수를 비교한 Johns 등10)의 연구에 의하면 

수술 전 49.6 21.0에서 수술 후 26.8 21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고 질환 별로는 성대 폴립과 성대 낭종에서 특이 그 호전이 

뚜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물리적 영역을 제외하고 기능적, 감

성적 영역 모두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환자들의 나이, BMI, 성별과 수술 후 주관적 음성 장애 지

수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는데, 수술 전 나이, BMI 그리고 성별

은 수술 후 음성 장애 지수의 기능적, 물리적 그리고 감성적 영

역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나이, BMI 

그리고 성별이 모두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수술 후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남녀 간

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수술 후 감성적인 만족도에서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에서 감성적 영역 

지수가 남성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

다 자신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고 음성 사용의 필요성을 더 중

요하게 느끼며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감정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술 후 감성적인 만족도의 차이가 남

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성 장애 지수는 각 영

역의 지수들 사이에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01). 

이것은 음성 장애가 음성 질환을 가진 환자 생활에 기능적, 물

리적, 감성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음성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수행 능력의 제약, 사회 생활의 제

약, 정서적인 위축과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문제들과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 검사와 후두경 검사 등 객관적인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었으나 치료 전과 치료 후(3개월)

에 설문지를 통해 각각 음성 장애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수술 

후 치료 효과를 보다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간편하고 

비침습적이며 저렴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 사용되

었으며, 이를 통해 수술 후 주관적인 환자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었다. 최근 성공적인 수술적 치료 후 음성 장애 지수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이는 점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

이 발표되고 있다.11) 음성 질환의 치료가 단순히 물리적인 병

변의 제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인 측면 또

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음성 질환의 수술적인 치료 효과 판정

에 음성 장애 지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6)

또한 환자의 음성 장애 인지 정도는 나이, 직업, 음성의 과다

사용 여부, 음성장애의 기간 등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후두경 검사와 함께 정기적인 음성 장애 지수를 측정함으로

써 객관적인 치료 효과의 판정의 보조적 지표로 이용할 수 있

게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요      약

후두 미세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전과 후 전체적인 음

성 장애 지수를 비교했을 때 모두 호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기능적, 물리적 영역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

으나 감성적 영역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수술 후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음성 장애 지수가 음성

의 상태를 모두 대변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음향, 공기역학

적 검사로 평가할 수 없었던 음성 장애에 대한 환자의 인식 정

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심 단어 : 음성장애지수ㆍ후두미세수술ㆍ양성후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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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성  명

등록번호

연령/성별

음성 장애정도 설문지

방  법 : 아래의 글들은 환자들이 생활 속에서 그들의 음성과 그리고 음성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술한 

것입니다. 기술한 문항에 대해서 맞는 상황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치십시요.

0=전혀 아니다   1=거의 아니다   2=가끔 그렇다   3=거의 항상 그렇다   4=항상 그렇다

* 문항 I.

ㄱ) 내 목소리는 타인이 듣기 힘들어 한다. 0 1 2 3 4

ㄴ) 소음이 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내 음성을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0 1 2 3 4

ㄷ) 우리집안 식구들은 내가 집안에서 크게 부를 시 듣는데 있어서 힘들어 한다. 0 1 2 3 4

ㄹ) 내가 원하는 횟수보다 전화 사용을 자제하게 된다. 0 1 2 3 4

ㅁ) 내 음성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된다. 0 1 2 3 4

ㅂ)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 시에 상대방이 반복해서 대화내용을 물어본다. 0 1 2 3 4

ㅅ) 내 음성의 장애는 나의 개인적, 사회적 생활을 제한한다. 0 1 2 3 4

ㅇ)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 시에 상대방이 반복해서 대화내용을 물어본다. 0 1 2 3 4

ㅈ) 나는 여러 사람과의 대화 시에 내 음성장애로 인하여 외톨이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0 1 2 3 4

ㅊ) 내 음성장애로 인하여 개인소득(돈벌이)에 장애를 받는다. 0 1 2 3 4

†문항 II.

ㄱ) 난 대화 시에 숨이 찬다. 0 1 2 3 4

ㄴ) 내 음성은 하루 중에 변동이 있다. 0 1 2 3 4

ㄷ) 사람들이 내 목소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본다. 0 1 2 3 4

ㄹ) 내 음성은 갈라지고 마른 느낌을 받는다. 0 1 2 3 4

ㅁ) 난 발성을 하는데 있어서 목에 많은 힘을 주어야 한다. 0 1 2 3 4

ㅂ) 내 목소리의 청명함(깨끗함)은 예측 불가능하다. 0 1 2 3 4

ㅅ) 난 나의 목소리를 바꾸어서 다른 음성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0 1 2 3 4

ㅇ) 난 발성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노력을 해야만 한다. 0 1 2 3 4

ㅈ) 내 음성은 저녁시간이 되면 더욱 나빠진다. 0 1 2 3 4

ㅊ) 내 음성은 대화중에 더 진행이 안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0 1 2 3 4

‡문항 III.

ㄱ) 난 대화 시에 내 음성으로 인하여 많은 긴장을 하게 된다. 0 1 2 3 4

ㄴ) 사람들은 나와 대화 시에 나의 음성으로 인하여 짜증을 낸다. 0 1 2 3 4

ㄷ) 나의 음성장애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ㄹ) 나의 음성장애는 나를 심히 불쾌하게 한다. 0 1 2 3 4

ㅁ) 나의 음성장애는 나를 비활동적으로 만든다. 0 1 2 3 4

ㅂ) 내 음성은 나로 하여금 나를 장애인이라 생각하게 만든다. 0 1 2 3 4

ㅅ) 사람들이 내한 한말을 반복하라고 하면 난 짜증이 난다. 0 1 2 3 4

ㅇ) 사람들이 내가 한말을 반복하라고 하면 난 심히 부끄럽다. 0 1 2 3 4

ㅈ) 내 음성은 나를 매우 무능력하게 만든다. 0 1 2 3 4

ㅊ) 내 음성문제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0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