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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smodic dysphonia, essential tremor, and vocal tremor related with Parkinson’s disease are 
different disorders showing fairly similar symptoms such as difficulty in the speech onset, and 
tremble in the voice. However, the cause and the resulting treatment of these diseases are dif-
ferent. Spasmodic dysphonia is a vocal disorder characterized by spasms of the laryngeal mus-
cles during a speech, invoking broken, tense, forced, and strangled voice patterns. Such diffi-
cult-to-treat dysphonia disease is classified as central-origin-focal dystonia, of a yet unknown 
etiology. Its symptoms arise because of intermittent and involuntary muscle contractions during 
speech. Essential tremor, on the other hand, is characterized by a rhythmic laryngeal movement, 
resulting in alterations of rhythmic pitch and loudness during speech or even at rest. Severe cases 
of tremor may cause speech breaks like those of adductor spasmodic dysphonia. In the case of 
hyper-functional tension of vocal folds and accompanying tremor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se disorders from muscular dysfunction. A diversified assessment through the performance 
of specific speech tasks and a thorough understanding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disorder is 
necessary for accurate diagnosis and effective treatment of patients with vocal tre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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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체 일부의 근긴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떨림은 고령에서 종종 관찰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다양한 부위에 발생한다. 발화의 시작이 어렵고 떨리는 음성은 

삶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키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음성 질환에 비해 유병률이 적고,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질병이 다수인 

점으로 인해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인 

연축성 발성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유사한 질환과의 감별 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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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발성과 관련된 신경조절 체계

정상적인 발성을 위해서는 후두운동 중추에서 말단의 후두 

근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신경조절 체계가 중요하며, 분노와 

같은 단순한 자발적 발성에서부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발성은 매우 복잡한 신경전달 과정을 거친다[1,2]. 고

위 운동조절 기능을 하는 대뇌 피질은, 발성과 관련된 다양한 

뇌 영역들 간의 연결이 넓게 공유되며 매우 복잡하다. 일차 

운동 피질, 전운동과 보완운동 영역, 좌반구의 브로카 영역을 

포함하는 전두엽의 대뇌 피질 영역은 음성 산출에 상당히 중

요하다. 특히 일차 운동 피질 내 특수 영역을 후두발성 영역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소견에 기초하여, 

구두와 비구두 후두음 및 성대 움직임 전반에 관여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위치는 궁상핵, 중심고랑 및 실비우스 열개에 의

해 구획될 수 있으며, 자발적 발성과 관련이 있어 이 부위에 병

변이 발생하면 실어증이나 실행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2-6].

피질연합 영역에서 계획된 발성에 관한 정보는 피질-기저

핵-시상-피질회로를 통해 소뇌로 보내지며, 말을 하기 위한 

근육의 운동 범위, 속도, 힘 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5,7].

피질하부에서는 전방 대상회, 복외측 및 후외측 시상하부

핵과 해마, 편도핵 그리고 중뇌 영역의 수도주위회백질, 팔주

위핵, 청반 등이 발성에 관여하고 있으며, 분노, 웃음 등 감정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뇌신경에 의한 두경부와 관련된 근

육 운동은 대뇌 피질에서 뇌간으로 가는 신경 다발인 피질연

수로를 통해 지배된다[5,6,8]. 뇌간은 중뇌, 뇌교 및 연수를 총

칭하는 것으로, 고위 운동 영역과 의문핵에 존재하는 하위운

동뉴런 사이에 중요한 연결 통로 역할을 한다. 의문핵은 후두 

운동뉴런을 포함하는 핵집단으로 정의되며, 인두와 후두의 

골격근을 지배하는 하위운동뉴런의 축삭이 부신경, 미주신

경 및 설인신경을 형성한다. 수도주위회백질은 고위 피질과 

피질하 운동 중추에서의 입력을 조정하고, 의문핵에서 후두 

내전근 하위운동뉴런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호흡과 호흡 노력, 성대 내전과 성대 

긴장과 같이 발성을 비롯 연하 및 기침 등에 필요한 후두운

동 패턴 조정에 필수적이다. 해당 부위에 병변이 발생하면 언

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1,5,7]. 기저핵은 피질하 추체외로계

를 통해 근육 간의 협응 운동 등 섬세한 운동을 조절하며, 파

킨슨 환자에서 해당 부위의 기능 저하가 종종 발견되며 특유

의 떨림을 유발한다. 대뇌피질에서 기저핵, 뇌간까지의 상위

운동뉴런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지만, 기저핵과 뇌

간에서 기시하여 후두 근육에 종말부를 형성하는 하위운동

뉴런은 근육의 수축에만 관여한다. 따라서 상위운동뉴런의 

손상은 근육의 긴장을 초래하며, 하위운동뉴런의 손상은 근

육의 이완을 유발할 수 있다[3,5,7-9]. 

소뇌는 수의적 운동을 조절하며, 근육 긴장도 및 근육의 협

동 작용과 관련이 있어, 소뇌의 손상은 운동실조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음성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1,5,7]. 

발성과 관련된 신경조절 체계에 관한 이해는 과활동성 또는 

저활동성 음성장애를 보이는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

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뇌졸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및 중증 근무력증 등 기저 신경학적 질환에서 후두 

근신경을 침범하여 발성장애를 호소하는 환자, 성대 부전 및 

마비 등 다양한 신경학적 발성장애 환자 진단과 치료에 도움

이 된다[2,5,10,11]. 

본 종설에서 다루는 연축성 발성장애와 음성 진전은 근육 

운동조절 이상으로 인해 부적절한 근육 긴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상위운동뉴런의 문제가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연축성 발성장애

연축성 발성장애는 1871년 Traube가 “경직형(spastic)의 심

인성 쉰목소리”로 처음 보고한 후, 1980년대까지 과긴장되고 

떨리거나 끊김을 보이는 발성장애 환자 중 다른 원인을 모두 

배제한 후에도 특별한 병변이 보이지 않을 때 진단되는 질병

이었다[2,8,10]. 신경학적 기능장애로 분류되면서, 후두에 국

한되어 발생한 근긴장 이상(focal dystonia)으로 인해 후두 

근육의 불수의적인 수축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정의되었다. 

신경핵 상부 병변으로 인한 다른 근육의 경직이 없고, 근전도

상 추체장애가 동반되지 않으며, 갑자기 단시간 내 후두에만 

국한되는 불규칙적인 이상으로 인해 연축성(spasmodic) 발성

장애로 명명되었다[2,5,12,13]. 

30대와 50대 성인, 주로 여성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점

진적으로 진행하여 만성 질환의 양상을 가진다. 스트레스 상

황에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술이나 신경안

정제 복용 시 일부 증상의 감소도 있다[2,5,14,15].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화 중 후두 근육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한 

국소 근긴장 이상으로 신경학적 요인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며, 심리적인 원인이 뚜렷하지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특발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여러 연구

들에서 대뇌의 기질적인 변화와 영상 기술을 이용한 신경학

적 원인 감별이 이뤄지고 있으며, 양반구의 다병소적 손상, 좌

대뇌반구의 전두엽과 피질하 구조의 상위운동신경 및 시상과 

기저핵, 복외측 피각 등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기저핵

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좌측 선조체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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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시작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 염색

체 9번의 이상으로 인한 유전적 요인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

다[1-3,5]. 

연축성 발성장애는 특성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내전형과 외전형 및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내전형 연축성 발성장애는 발성 중에 

불수의적이면서 불규칙적인 과도한 성대 내전으로 인해 스타

카토와 같은 단절이 나타나고 쥐어짜는 듯한 음성 특징을 보

인다. 외전형은 발성 중에 성대의 과도한 외전으로 기식성의 

음성 단절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음성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혼합형은 내전형과 외전형의 두 가지 특성이 한 환자

에게서 모두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4,12,16,17]. 

내시경 및 객관적인 음성 검사가 발전하기 이전까지는 대부

분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질환 혹은 특징적인 음성 특성을 보

이지만 관련 질환을 모두 배제하였을 때 연축성 발성장애로 

진단하였다[10,18]. 90년대 이후 스트로보스코피와 발전된 굴

곡 내시경 및 다면음성분석 프로그램 등 과학적으로 발전된 

음성 검사 기구가 보급되면서 GRBAS와 내시경상 성대 긴장

도의 변화와 움직임 관찰 및 음성 검사상 발성 효율 저하, 기

본주파수, 잡음 대 조화음비, 주파수 변동률 및 진폭 변동률

의 증가 등으로 진단하였다[14,19]. 

2008년 Ludlow 등은 연축성 발성장애 진단에 대한 세 단계

의 가이드라인을 선별 검사로서 증상을 중심으로 하는 possi-

ble, 음성 검사로 발성 특징으로 평가하는 probable, 그리고 

후두 내시경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는 definite로 나누어 제

시하였다. 첫 단계는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선

별 검사로서, 네 가지의 설문조사를 통해 증상의 정도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및 3개월 이상의 유병 기

간이 있으면 연축성 발성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possible) 판단하고 다음 진단 검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울음이나 웃음, 하품 등 비언어적 발성 시 증상

에 대한 질문은 진단 과정에 도움은 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2,8]. 두 번째 단계는 임상적인 음성 검사로서 7가지 

항목을 음성 전문가와 함께 평가한다. 환자가 쥐어짜는 듯이 

힘이 들어간 음성으로 대화 중에는 음성 단절이 일어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속삭일 때는 단절이 일어나지 않으면 연축

성 발성장애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전형과 외전형 그리고 

임상적으로 감별이 필요한 과기능성 발성장애를 구별하기 위

해 관련 증상을 잘 유발하는 문장들을 번갈아가며 반복적

으로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음성과 속삭이는 음성 모두에서 

평가를 한다. 내전형은 발성 중 성대가 내전하는 유성음에서, 

외전형은 성대가 외전하는 무성음에서 더욱 저명한 증상을 

보인다. 대화 중 세 개의 문장당 하나 이상의 음성 단절이 관

찰되면 연축성 발성장애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probable)

[2,8]. 또 열 개의 문장 중 음성 단절이 발생한 횟수에 따라 질

병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다. 내전형 발성장애는 내전형 문

장에서, 외전형은 외전형 문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발성에 상

당한 노력이 들어가는 반면, 과기능성 발성장애는 양측 모두

에서 힘이 들어가는 발성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 언어에 알

맞은 내전형 연축성 발성장애 감별 진단 문항도 개발되어 있

다. 지속 모음과 높낮이의 변화, 숫자 세기 등에서의 증상을 

확인한다[2,8,18]. 세 번째 단계는 굴곡형 비후두 내시경을 이

용하여 다른 질환을 배제하고 연축성 발성장애로 진단하게 

되는 검사이다(definite). 구조적인 평가와 성대의 비대칭 여

부를 확인하고, 호흡, 기침, 헛기침, 휘파람 등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후두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지만, 모음을 지속하

거나 문장 읽기에서는 후두의 연축, 경련 및 진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다[2,3]. 

2007년 Koufman 등은 스펙토그램을 통해 연축성 발성장

애와 근긴장성 발성장애를 감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내전형 연축성 발성장애 환자는 문장 발화 중 유성음에서 

갑작스러운 음성의 끊김이 많고, 불규칙하면서 넓은 수직적 

간격을 보이는 양상을 보였다[10,11,16]. 일반적으로 6~7 Hz 

정도로 성대 내전 중 불규칙한 갑상 피열근의 수축과 음성 

끊김이 관찰되어, 일정하면서 강한 본태성 음성 진전이나 다

소 약한 양상의 파킨슨에 의한 음성 진전과 차이를 보인다

[3,18,19]. 임상 속 감별점으로, 비자발적으로 특정 상황, 작업

에서 나타나던 발성 이상 증상이, 노래나 하품, 울기 등 비언

어적인 발성에서는 증상이 소실되면 연축성 발성장애를, 후

두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는 음성 치료로 증상이 감소되고 자

발성 여부에 관계없는 양상을 보이면 과기능성 발성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그리고 발성 중 경련이나 진전의 규칙성과 

추후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음성 진전과도 

구별한다[2,3,5]. 

연축성 발성장애에 대한 치료는, 발병 원인이 말초신경이나 

근육보다는 중추신경학적 문제인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원인 치료보다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발전했다

[5,11,12]. 음성 치료는 동반되거나 속발된 기능성 발성장애를 

감소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된다. 내전형 연축성 발

성장애에 대한 음성 치료의 경우, 과도한 성문 폐쇄 없이 발

성을 시작하고, 호흡 패턴을 안정화하면서 말 속도를 조절하

게 한다. 단어의 첫 음절을 갑작스럽게 발성하지 않고 자음이

나 모음을 길게 늘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말을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조절을 교육한다[5,10,12,16]. 수술적 치료

는 1976년 Dedo가 반회후두신경 절단술을 제시하였으나 성

대마비를 유발하고 장기간 추적 관찰 중 재발이 많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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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후두 근육에 대한 탈신경을 위한 목적으로 레이저를 이용

한 부분적 절제술과 갑상피열근으로 가는 말단 신경분지를 

자르고 목신경고리와 연결하는 선택적 신경 절제 및 문합술 

등도 시행되었지만, 정상적인 구조의 변형이 불가피하고 증상 

호전에 대한 예측이나 재발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부족하다. 

Isshiki 등이 제2형 갑상성형술을 변형하여 만든 티타늄 고

정 수술법도 개발되었지만, 대다수 연구가 부족한 단계이다

[3,5,10,14,20-22]. 1988년 Blitzer가 연축성 발성장애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보툴리눔 독소 주입을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여 근육의 활

성도를 감소시키며, 이것을 후두 근육에 직접 주입하여 화학

적 탈신경을 유발하는 원리이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독소의 

양을 조절하고, 다양한 부위에 주입이 가능하며, 주로 내전형

은 성대 내전근인 갑상피열근, 외측 윤상피열근에 주입하고, 

외전형은 성대 외전근인 후윤상 피열근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보통 3~6개월 간격으로 반복적

으로 주입한다. 주입 부위와 독소의 양에 따라 주입 직후 내전

형의 경우 쉰목소리와 흡인, 외전형의 경우 천명음이나 기도 

폐쇄 증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2,4,5,11,12,14,15,18]. 

본태성 음성 진전

본태성 진전은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진동 양상의 불수

의적 운동장애로 약 50% 정도 우성 유전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근긴장 이상(dystonia) 병변 없이 떨림만 나타나는 

경우를 본태성 진전(essential tremor)이라고 정의한다[1,13]. 

20대와 60대 두 연령층에서 호발하며 65세 이상에서 약 5%

의 유병률을 보인다. 진전은 손가락과 손 그리고 머리 순으로 

흔히 발생하며 음성 진전은 약 15~20% 정도를 차지한다. 음

성 진전이 있는 환자 중 머리 진전을 동반한 경우도 많다. 특

정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거나 유지할 때 규칙적이면서 리듬감 

있는 떨림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

을 보인다[5,13,15].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약물 복용력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비인후과에서 자주 처방하는 갑

상선 호르몬제나 비충혈제거제, 천식 약제 등도 진전을 유발

할 수 있다[13,15]. 음성 진전은 후두 내외근과 구개 인두 근

육들이 함께 이환되는 양상으로 굴곡형 후두 내시경으로 관

찰해보면, 발성을 비롯 호흡을 할 때도 후두 전반의 규칙적

인 진동 같은 떨림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축성 발

성장애와 감별할 수 있다. 구개, 혀 기저부, 인두벽, 상후두, 진

성대 및 후두 전반으로 나눠 진전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진단

할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양측성이면서 대칭적인 양상을 보

인다[1,4,5,13,15]. 일반적으로 본태성 진전은 4~10 Hz 정도의 

속도로 보이는데 반해, 연축성 발성장애는 7 Hz 이하의 속도

로 불규칙적인 떨림이 관찰된다. 음성 검사상 특히 지속 모음

에서 음의 높이와 강도의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변화가 잘 나

타난다. 후두근전도를 통한 연축성 발성장애와의 감별 연구

에서는, 본태성 진전 환자에서 능동적, 수동적 음성 과업 모

두 규칙적이면서 대칭적인 양상의 수축 양상을 관찰할 수 있

었다[10,11,13,15]. 수평 방향의 성대 진전이 94%로 가장 흔하

며, 수평과 수직 방향의 혼합 진전도 75%로 관찰된다[13,17]. 

아직까지 특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간의 신경 퇴

행 또는 소뇌의 과다행동 등과의 관련성이 연구되고 있으며, 

해당 상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영상학적 또는 실험실 검사

에서 이상 소견이 없고, 진전을 제외한 다른 신경학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5,13,15]. 

본태성 음성 진전에 대한 치료는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을 

줄여주는 것이 주 목표로, 진전의 진폭을 줄여주는 베타차단

제인 propranolol과 신경 이완제인 primidone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투약 초기 서맥이나 어지럼, 실조증 등 부작용이 드

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어, 소량 투여부터 시작하여 증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약물 치료는 주로 사지 진전에 효과적이며, 

음성 진전과 관련하여 50% 정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5,10,13]. 증상 부위에 대한 부분적 치료로 보툴

리눔 독소 주입도 시행해 볼 수 있다. 수평 진전에는 주로 갑

상피열근과 외측 윤상피열근에 주입을 하고, 수직 진전에는 

설골하연 후두 외근에 주입을 하며, 혼합 진전에는 후두 외

근에 먼저 주입 후 반응에 따라 2주 후 갑상피열근에 주입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연축성 발성장애에 비해 효과가 현저하

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축성 발성

장애와 본태성 음성 진전과의 감별 진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약물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심부 뇌자극술

이나 시상절제술을 시행해볼 수 있지만, 음성 진전만으로는 

시행되지 않는다[3,5,13]. 

파킨슨병에 의한 음성 진전

대표적인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은 기저핵의 

흑질 선조체의 퇴행으로 인해 도파민 분비가 저하되어 운동 

신경 피질의 자극이 감소되는 질환이다. 안정한 상태에서 떨

림을 보이며, 종종 걸음과 같은 특이적인 보행 이상과 운동 

저하와 자세 불안정이 특징적이다[5,9,10,13]. 파킨슨병 환자의 

80%에서 음성장애를 호소하는데, 입술과 턱 부위의 강직으

로 인해 조음 범위가 축소되어 높낮이와 강세 변화가 부족한 

단조로운 음조가 발생하고 발음이 불분명해지며, 발화의 시

작이 어려운 증상을 보인다. 후두내시경상 성대 위축이 보이

면서 발성 시 성대의 중간 부위가 열리고, 4~6 Hz 정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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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느린 진동이 나타난다. 후두 감각 저하로 인해 기침

이나 흡인 반사가 잘 일어나지 못하고 인후두 내 분비물을 원

활하게 처리하지 못해 상당량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다[3,5, 

13]. 일차적인 치료는 도파민 전구체인 L-dopa의 경구 투여

이며, 일부 연구에서 약제 사용 시 jitter의 감소 효과가 있음

을 발표하였지만 음성장애 해소에는 전반적으로 효과가 미미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Silverman 음성 치료는 파킨슨병 

음성장애 환자에 대한 대표적인 음성 치료 방법으로, 발화 

노력 향상을 통해 음성 강도와 발음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고 

연하 작용에도 도움을 준다[2,4,5,10,15,23].

근긴장성 발성장애

과기능성 발성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인 근긴장성 발성장애

는 발성 시 후두 내근과 외근의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 음질

과 음역이 감소하고 불규칙적인 진동을 유발하여 떨리는 음

성이 나타나기도 하며 구강 및 안면 근육에 영향을 주면 조

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0,11,17]. 구조적 또는 신경학

적 병변 없이 후두 내외근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하여 성대 진

동과 유연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발성 근긴장성 발성장

애로 진단하며, 성대 점막 병변, 성문 폐쇄 부전 등으로 인한 

보상 기전으로 과도한 근긴장이 발생한 경우 속발성으로 진

단한다. 이환되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으

며, 음성장애가 아닌 후두 이물감이나 경부 통증만을 호소하

는 경우도 있다. 이중 음성과 음성 프라이(vocal fry)가 관찰

될 수 있다. 연축성 발성장애 의심 환자와의 감별 기준으로 

지속적인 모음이나 대화 등 다양한 음성 과업에서도 일관적

인 과기능성 발성장애를 보이며, 적절한 후두 마사지와 통증 

경감 및 음성 치료,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치료로 인해 음

성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3,11,13,14,16,17].  

감별 진단

말을 시작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떨리거나 부쩍 약해진 발

성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하면, 주관적인 병력 청취는 물론, 청

지각적인 판단과 함께 환자의 동반 증상을 확인한다. 발성과 

호흡 근육을 지배하는 중추성 및 말초성 근신경계 이상으로 

성대가 떨리거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신경성 발성장

애 중 연축성 발성장애, 본태성 음성 진전 및 파킨슨병에 의

한 음성 진전은 다소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 외래 진료 환경

에서 감별에 어려움이 있다[15,17,18]. 

떨리는 음성이 다소 쥐어짜는 듯, 힘이 들어가면서 불규칙

하게 떨리고 끊긴다면 내전성 연축성 발성장애를, 리드미컬한 

규칙성을 보이면서 음성이 끊기고 불안정한 떨림이 있다면 

본태성 음성 진전을 의심해볼 수 있다. 특정한 말 과제(유무

성음 문장 등), 전화 통화 및 글 읽기를 수행할 때는 음성 떨

림과 끊김이 발생하지만, 웃기, 울기 및 하품 등 비언어적 발

성과 노래 부르기에서는 정상적인 발성을 보인다면 연축성 

발성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말 과제 및 여

러 생리학적 발성과 지속 모음 등 발성의 전반에서 일정한 떨

림이 계속 관찰되고 발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된다면 본

태성 음성 진전을 의심해볼 수 있다. 연축성 발성장애는 성

대의 불수의적 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근육에만 주로 

이환되는 데 반해, 본태성 음성 진전은 성대를 비롯 피대근 

및 인후두의 전반적인 근육을 침범한다. 그리고 손이나 머리

의 진전도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3,15,17,18]. 떨림의 진폭을 감

소시키기 위해 베타차단제 propranolol과 신경 이완제 prim-

idone을 사용하면 본태성 음성 진전의 경우, 약 50% 정도에

서 호전을 보일 수 있다. 화학적 탈신경을 통해 근육 활성도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보툴리눔 독소를 해당 근육에 주입하게 

되면, 연축성 발성장애의 경우 적절한 용량과 시기 조절로 증

상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본태성 음성 진전

의 경우 경구 약물 제재보다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치료 결과 평가도 정확한 감별 진단과 치료에 도

움을 줄 수 있다[3,4,14,18].

쥐어짜거나 힘들게 발성을 시작하는 환자의 경우, 지속 모

음이나 유무성음 문장 읽기를 하면서 음성 단절의 정도를 평

가하며 연축성 발성장애와 근긴장성 발성장애를 감별할 수 

있다. 고음이나 가성 발성에서 음성 단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 연축성 발성장애, 고음과 관계없는 양상이지만, 적절

한 후두 마사지와 음성 치료 병행으로 증상이 호전된다면 근

긴장성 발성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두 가지 질환의 스펙토

그램을 비교하면, 내전형 연축성 발성장애에서 문장 발화 시 

유성음에서 갑작스러운 음성 단절과 불규칙하면서 넓은 수

직적 간격(vertical striation)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더 선명

한 포먼트가 형성된다.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근긴장성 발성

장애에서 잡음 발생이 현저하게 나타난다[3,4,11,14,16,18].

결      론

연축성 발성장애와 본태성 음성 진전 및 파킨슨병에 의한 

음성 진전은, 발화의 시작이 어렵고 음성이 떨리는 다소 비슷

한 증상을 보이지만, 질환의 원인과 그에 따른 치료가 상이하

다. 성대가 과기능성 긴장과 동반된 떨림을 보이면, 근긴장성 

발성장애와의 감별도 필요하다. 특정한 말 과제 수행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감별 사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음성 진전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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