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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Voice therapy (VT) is considered to be the gold standard of treat-
ment of vocal fold nodule in children.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success rate of 
pediatric VT and investigate the predictive factors for good response of periatic VT for vocal fold 
nodule.
Materials and Method  This wa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of 23 patients under 18 years 
old who were diagnosed with vocal fold nodule and received pediatric VT. We divided the pa-
tients into responding and non-responding groups. We analyzed clinical and voice parameters 
related to the voice results.
Results  Twelve patients showed improved findings after VT. By univariate analysis, female pa-
tients (85.7%) and adolescence children (100%) showed a good response to VT. In multivariate 
analysis, female sex (p<0.05) and adolescence children (p<0.05)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 
successful voice response. Proton pump inhibitor or antihistamine, mucolytics treatment and 
pre-VT voice parameters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voice outcomes.
Conclusion  Pediatric VT is more effective in female and adolescence children. 

Keywords   Pediatric; Vocal fold nodule; Voice therapy; Predicting factors.

서      론

성대결절은 지속적인 음성 오남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으며, 조직학적으로 양측 성대

간의 과도한 마찰로 인해 기저막과 상피 기저세포의 분리가 일어나 국소적인 세포액 침

착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과정에서 기저막의 생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성대가 손상

을 받게 되면, 반흔 조직으로 대치되어 발생한다[1-3]. 성대결절은 소아 음성장애 원인의 

35%-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녀비가 약 2:1로 남아에서 호발하고 연

령대는 3-10세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4]. 또한 성격이 좀더 외향적인 경우, 형제 자매

가 있는 소아의 경우에 좀더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7]. 

소아의 음성 문제는 또래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소아의 자존감과 

자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아 성대 결절의 치료는 매우 중요하지만[8],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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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결절의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9,10]. 수술적 치료와 음성치료(voice therapy, VT) 중 대부

분의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음성치료를 권장하지만[11], 환자

의 연령이 낮을수록 음성 남용 습관의 교정이 힘들고, 소아 음

성치료의 낮은 순응도와 음성치료에 대한 부모의 낮은 인식

이 소아 성대결절의 음성치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저자들은 소아 성대결절 환자에서 음성치료의 예후 인자 

및 임상적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치료에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성대 결절로 진

단 받은 소아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

고 시행하였다(IRB No. 2021-12-029). 그 중 1명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6명은 추적 소실(follow up loss)되어 

제외하였고, 총 23명의 소아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예후 

인자로 성별, 연령, 복용 약물 여부(프로톤펌프억제제, 안티

히스타민, 점액용해제) 등을 조사하였다. 처음 내원시 후두경

(laryngoscopy)검사를 통해 성대결절을 진단하였고, 이후 

Computerized Speech Lab (CSL, Model 4500; Kay-Pen-

tax, Montvale, NJ, USA)의 다차원 음성측정기를 음성 분석

에 사용하였다. 음성 평가는 조용한 방에서 시행되었고, 마이

크는 환자의 입에서 3 cm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 검사를 진행

하였다. CSL 검사를 통해 jitter, shimmer, noise-harmony 

ratio (NHR), maximum phonation time (MPT), mean flow 

rate (MFR), closed quotient (CQ)를 측정하였다. 또한 1급 언

어 재활사(speech-language pathologist)는 환자의 목소리에 

대한 청지각적 평가를 Grade-Roughness-Breathiness-As-

thenia-Strain (GRBAS) scale을 통해 수치화 하였다. 음성치

료는 직접 및 간접(direct and indirect methods) 음성치료 방

법을 사용하였고, 1주일에 1회 치료를 계획하였고, 환자에 따

라 1회부터 8회 시행한 경우로 다양했으며, 평균 총 4회 시행하

였다. 보호자 동행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션당 시간은 약 40분

정도 치료가 진행되었다. 직접 음성치료는 후두 마사지, 하품-

한숨 접근법, 공명 훈련, 다양한 크기의 빨대를 사용하는 반

폐색성 발성 훈련(semi-occluded vocal tract training) 등을 

포함 하였고, 간접 치료에는 별도의 배부자료를 사용하지는 않

았고, 내원하여 음성치료를 시행할 때마다 간접치료로서 환자

의 음성 문제 인식 교정과 수분 섭취 및 음성 남용 교정 등의 

음성 위생 교육을 포함하였다. 음성치료를 시작한지 평균 3개

월 이후 후두경 검사를 통해 성대 결절의 크기를 비교하였고, 

결절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소실된 경우 음성치료의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판정하였다(Fig. 1).

분석은 SPSS 22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

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p＜0.05

인 경우로 하였다. 환자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성별, 

약물 복용 유무와 같은 범주형 변수는 Fisher’s exact tests

를 시행하였으며 나이, 치료 횟수, 음성 분석 결과와 같은 연

속 변수는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다.

결      과

연구에 포함된 23명의 소아 성대결절 환아 중 음성치료에 

반응을 보인 소아 환자는 총 12명(52.2%)이었고, 11명(47.8%)

은 결절의 사이즈가 변화가 없거나 더욱 증가하였다. 음성치

료에 좋은 반응을 보인 군과 아닌 군을 비교해보면, 여자 환

자의 비율이 음성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군보다 음성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인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고(9.1% vs. 50.0%, p=0.033), 연령별로 학동 전기(3-5세), 학

령기(6-11세), 청소년기(12-18세)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음성치

료에 반응을 보인 군 중 청소년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p=0.016). 음성치료의 빈도수나 약물치료(pro-

ton pump inhibitor, antihistamine, mucolytics)의 유무에 

따라서는 양 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1).

Response (+)

Response (-)

[Pre-treatment]

[Pre-treatment]

[Post-treatment]

[Post-treatment]

Fig. 1. Comparison of vocal cords before and after voice therapy 
in the responder and non-respond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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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치료 전에 시행한 음성평가(CSL 및 GRBAS scale)의 

항목 중 음성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는지 확

인해 보았을 때, 유의미한 인자는 없었다. CSL 평가 중 MPT, 

MFR, jitter, shimmer, NHR, CQ 항목을 비교해 보았고, 

jitter 항목에서 효과를 본 군에서 1.87로 효과를 보지 못한 

군보다 약간 크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82). GRBAS scale의 항목에서

도 음성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군과 아닌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고      찰

소아 성대결절은 연령이 낮을수록 절대 음성 안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음성 남용 습관의 교정이 힘들며, 음성치료 

중 습득한 방법을 일상생활에 일반화하여 장기적으로 관리

하기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료도 어렵고 재발도 잦다. 따

라서, 많은 임상의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의사들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를 권하기를 주저하기도 

한다[12].

이러한 이유로 소아 성대결절 음성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도 많지 않다. 총 4건의 연구에서 경과 관찰 또는 음성치

료의 효과를 비교하였다[9,12-14]. 1999년에 소아(2-18세) 성

대결절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음성치료를 받

은 환자군의 52%에서, 음성 위생 교육을 받은 환자군의 16%

에서 음성 호전을 보였다[9]. 본 연구에서 음성치료 효과를 보

인 군이 52%로 확인되어 비슷한 정도의 치료율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소아 성대결절 환자 114명을 대상으

로 음성치료법 중 직접 치료 접근법과 간접 치료 접근법을 비

교하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시행되었다[13]. 직접 치료를 받

은 환자군의 치료 전후 평균 음성 관련 삶의 질 지표 점수 변

화는 19.2점이었고, 간접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경우 평균 14.2

점의 결과를 보였다. 2014년에는 3.8-20.6세 사이의 소아 환자 

67명을 대상으로 시간 경과에 성대결절 크기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시행 되었는데, 경과 관찰만 하거나 습관 교정을 교육

받은 환자군과 비교하여 음성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더 큰 호전을 보였다[14]. 국내에서는 2018년에 

소아(3-11세) 성대결절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

든 환자에서 음성치료 후 모든 청지각적, 음향학적, 주관적 지

표에서 치료 전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후 음성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보다는 

음성치료의 효과가 더 좋은 군의 치료전 임상적 특징을 살펴

보았으며, 음성치료 전 청지각적, 음향학적 지표는 예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음성치료는 환자의 순응도가 중요한 인자이다. 나이가 어

릴수록 음성장애에 대한 인지가 떨어져 치료에 대한 순응도

가 떨어지게 된다. 학령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음성의 이

상에 따른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고, 자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8].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성

의 이상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음성치료에 순응

도가 향상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환자군 5명 모두 음성

Table 2. Comparison of each voice parameter between groups

Response 
(-)

Response 
(+)

p*

Aerodynamic study
MPT (sec) 6.77±3.16 7.37±4.06 0.705
MFR (mL/sec) 154.55±88.92 156.40±109.57 0.966

Acoustic analysis
Jitter (%) 1.54±1.35 1.87±1.53 0.082
Shimmer (%) 6.21±6.80 5.34±3.11 0.118
NHR 0.20±0.08 0.17±0.07 0.533

Electroglottography
Closed quotient 47.10±5.46 49.36±7.05 0.442

Perceptional analysis
GRBAS item scores

G 0.89±0.64 1.23±0.62 0.559
R 1.87±0.69 1.75±0.62 0.662
B 1.25±0.46 1.00±0.54 0.334
A 0.58±0.40 0.22±0.46 0.562
S 0.29±0.42 0.19±0.62 0.359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ann-Whitney 
U test was used in statistical analyses. MPT, maximum phonation 
time; MFR, mean flow rate; Psub, peak subglottic pressure; VE, vo-
cal efficiency; NHR, noise-harmony ratio; GRBAS, grade-rough-
ness-breathiness-asthenicity-strain scale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n=23)

Variable
Response 

(-)
Response 

(+)
p

Total 11 (42.8) 12 (52.2)
Sex, female 1 (9.1) 6 (50.0) 0.033*

Age (yr) 8.36±5.06 9.75±5.40 0.332†

Preschool-age (3–5) 2 (18.2) 3 (25.0) -
School-age (6–11) 9 (81.8) 4 (33.3) -
Adolescence (≥12) 0 (0) 5 (41.7) 0.016*

Frequency of VT session 3.27±1.95 4.33±2.31 0.250†

Medication
Proton pump inhibitor 7 (63.6) 10 (83.3) 0.283*
Antihistamine 4 (36.4) 2 (16.7) 0.283*
Mucolytics 4 (36.4) 3 (25.0) 0.554*

Data are presented as n (%) or mean±standard deviation. *Pearson’s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were used in statistical analy-
ses; †Mann-Whitney U test were used in statistical analyses. VT, voic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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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효과를 보았던 것은 순응도 및 환자의 의지력의 요인

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의 요소와 함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던 인자로 성별의 차이가 있다. 여자 환자의 

경우 7명중 6명(85.7%), 남자 환자의 경우 16명중 6명(37.5%)

만이 효과를 보았다. 이는 성인 성대용종 음성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1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역으로 보

면 어린 남아에서는 음성치료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한편, 음성치료의 빈도에서는 양군의 차이를 보

이지 않았는데, 소아 성대결절은 음성치료를 한 횟수가 중요

하기보다는 환자의 순응도에 따라 음성치료를 얼마나 일상

생활에 잘 접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

인의 경우 음성치료의 방법으로 프로톤펌프억제제 등의 약

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약물치료가 음성치료의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다[16,17]. 본 연구

에서도 약물치료에 따른 음성치료 효과 차이는 없어 소아 음

성결절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음성치료 전 청지각적 음향학적 평가 지표상에서 초기 음

성의 상태에 따른 비교에서도 유의한 치료 예측인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초기 음성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음성치료

의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령에 따른 환자의 표본수가 적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고, 음성치료의 반응 유무를 판단함에 있

어 후두경 검사상 결절의 크기로만 판단하였기에 환자의 주

관적 반응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환아의 

GRBAS score의 전반적 평균이 낮아서 score에 의미있는 차

이가 보이지 않고 중재의 효과가 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아 성대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요인

인 환아의 성격 및 형제 자매의 유무, 스포츠 활동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

다. 또한 향후 음성치료 전후 주관적, 소아 음성 관련 삶의 질 

지표(pediatric voice-related quality of life) 비교 및 청지각

적, 음향학적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성대결절의 위치에 따른 음성치료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기저질환에 따라 음성치료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소아 성대결절의 음성치료의 좋은 예후 인자는 성별(여아)

과 나이(고령)이며, 치료 전 음향학적 청지각적 지표로는 음

성치료의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가 소아 성

대결절 음성치료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중심 단어: 소아; 성대결절; 음성치료; 예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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