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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yngopharyngeal reflux disease (LPRD) is an inflammatory condition of the upper aerodiges-
tive tract mucosa induced by reflux content from stomach. Some of vocal cord diseases are as-
sociated with laryngopharyngeal reflux. Because of the pathophysiological features, proton 
pump inhibitor shows therapeutic effect on some vocal cord diseases. As like that, the gastric 
reflux contents can make macroscopic or microscopic morphological changes in the upper 
aerodigestive tract mucosa. Although the pathophysiology of LPRD is relatively clear, clinical di-
agnosis is still difficult. The diagnosis of LPRD includes objective tests such as 24-hours multi-
channel intraluminal impedance-pH metry and subjective tests such as questionnaire method. 
However, the objective verification of reflux is difficult due to invasiveness of the method, and 
the questionnaire methods have limitations because many symptoms are not specific for LPRD. 
Moreover, most methods are not fully standardized until now. Despite these limitations, many 
researchers are struggling to standardize diagnosis and treatment of LPRD, and there are sev-
eral new achievements recent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recent 
literature on the clinical presenta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LPRD, and to systematize ou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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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후두 역류질환(laryngopharyngeal reflux disease)은 위 십이지장 내용물 역류의 

직간접적 영향에 의한 상부 소화호흡기관(upper aerodigestive tract)의 염증 상태로, 상

부 소화호흡기 조직의 형태학적 변화를 유도한다[1]. 이 정의는 인후두뿐만 아니라 모든 

상부 소화호흡기관 점막을 자극하는 일부 십이지장 분자의 자극을 고려하지 않았던 미

국이비인후과학회-두경부외과(American Academy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AAO-HNS)의 과거 2002년 권고안의 정의와 다르다[2-4]. 이 정의는 일부 증

상은 신경 반사 및 미주신경의 보상작용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는 다인적 요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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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내포한다[5]. 지난 30년 동안 인후두 역류질환에 대한 

간행물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관심도 높아졌지만 임상적 

접근, 진단 및 치료를 다룰 때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6]. 이 

종설은 인후두 역류질환의 임상 발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근 문헌을 검토해보고 현시점의 인후두 역류질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고자 하였다.

본      론

역  학

인후두 역류질환을 상부 소화호흡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성 염증 상태 중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명확

한 진단기준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발생률과 유병률은 아직

까지 확정하기 어렵다. 이비인후과 외래 환자의 10%에서 인후

두 역류질환이 발생한다고 추정한 Koufman[7]의 초기 연구 

이후 소수의 역학 연구만이 발표되었다. 중국과 그리스에서 

인후두 역류질환 유병률은 각각 5%와 18.8%로 추정되었으나, 

이러한 평가는 진단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한 환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추정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8,9]. 음성 

센터에서 시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후두 역류질환 유병

률에 대한 평가가 5개월 동안 수행되었고, pH 모니터링을 통

해 환자의 69%가 인후두 역류질환 증상을 보였고 전체 환자

의 50%에서 pH 모니터링 양성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했다

[10]. 이 초기 보고서 이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음성 센터에

서 인후두 역류질환의 발생률 또는 유병률을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임상 증상과 징후

인후부 이물감, 헛기침, 쉰 목소리, 과도한 인후 점액 및 후

비루는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의 최소 75%에서 발견되는 가

장 흔한 증상이다[11-13].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 수행된 가

장 대규모 연구인 progression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ProGERD) 연구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인후두 증

상은 일반적으로 위식도 역류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환자의 32.8%와 관련이 있었다[14]. Dore 등[15]이 수

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서 가장 빈번

한 이비인후과 증상으로 인후부 이물감(39%), 트림(26%), 기

침(24%) 및 쉰 목소리(23%)를 확인하였다. 속쓰림과 같은 고

전적인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은 일반적으로 위식도 역류질

환에 비해 인후두 역류질환에서 덜 빈번하였다[16]. 그러나 최

근의 발견은 흉부작열감(heartburn), 역류(regurgitation), 흉

골하 통증(retrosternal pain), 연하곤란(dysphagia) 같은 위

식도 역류질환의 고전적 증상이 인후두 역류질환에서도 예측

했던 것보다 더 자주 동반된다는 것이다[16-19]. 최근의 발견

에 따르면, 후교련부 비대(posterior commisure hypertrophy), 

후두 내 점액 증가 및 후두 홍반이 가장 흔한 인후두 역류의 

내시경 징후였다[11-13]. Chen 등[20]이 수행한 91명의 건강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후두 홍반, 후교련

부 비대 및 미만성 후두 부종이 가장 일반적인 인후두 역류 

징후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증상과 징후의 유병률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21-23]. 특

히 노인 환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의 

경우는 더 그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인후두 역류질환의 증상

과 징후는 건강한 개인에게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헛기침 

및 과도한 인후 점액은 건강한 개인에게서도 발견되는 인후

두 역류질환의 일반적인 증상과 징후였다[20]. Hicks 등[24]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건강한 사람들의 86%가 인후

두 역류 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후교련부 비대 같

은 징후는 유병률이 70%에 이른다고 했다. 다만 연구자들이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임상 상태를 

알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의 징후를 평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25,26].

병  인

인후두 역류질환는 상부 소화호흡기관 점막의 거시적 혹

은 미시적 변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27-29]. 펩신

(pepsin)이 점액의 분비와 중탄산염의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

문에 점막 자극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점도가 높은 점액의 

과분비로 이어질 수 있다[3,28,30]. 점도가 높은 점액의 축적

은 후비루 느낌, 인후두 이물감 및 헛기침과 같은 증상을 유

발하여 결과적으로 인후두 불편감을 증가시킨다[31]. 점액 과

다 분비 및 관련 증상은 위의 역류 물질이 식도 원위부 점막

의 화학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5,32]. 동시에 

상부 소화호흡기관의 점막 염증은 연하 곤란, 인후두 이물감, 

인후통 및 연하통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쉰 목소리의 

발달을 설명하는 병태 생리학적 기전은 더 복잡하며, 최근의 

병태 생리학적 모델에 따르면 성대 점막의 조직학적 변화와 

성대 주름의 생체역학적 변화가 실질적인 음성의 악화로 이어

질 수 있다[11,28,33,34].

최근 역류성 인후두염 증상을 가진 환자들과 정상인의 24

시간 다채널 내강 임피던스-산도 측정 검사(24-hour multi-

channel intraluminal impedance-pH monitoring)를 비교한 

국내 연구에서 역류성 인후두염으로 진단된 환자군에서 하

인두 부위의 임피던스가 정상인에 비해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5]. 흥미로운 점은 역류성 인후두염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24시간 다채널 내강 임피던스-산도 측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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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역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정상군에 비해 하인두 부위의 

임피던스는 증가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인

두 내강의 임피던스 증가 원인은 인두 내강이 좁아진 효과라

고 추측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역류 이외의 인두의 내경을 

좁아지게 만드는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진  단

인후두 역류질환의 임상 진단 과정은 고전적 이비인후과 증

상과 함께 상세한 병력 청취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

부에서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angiotensin onverting en-

zyme inhibitor)와 같은 약제에 의해 인후두 역류질환 유사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제를 포함한 상

세한 병력 청취가 필요하다. 다양한 환자 작성 설문지는 환

자 병력 문서화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설문지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증상의 변화와 치료 효과를 기록하고 평가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역류 증상 지수

역류 증상 지수(reflux symptom index, RSI)는 Belafsky 

등[36]에 의해 개발되었고 유효성이 검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 널리 사용되는 환자 설문지법이다. 역류 증상 지수는 각

각 0-5점의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최소 0점에서 최대 45

점의 점수로 환자의 증상을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역류 

증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류 증상 지수 검증 연구에

서 13점 미만이 정상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임상적으로는 

10까지를 정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인후두 역류질환에 대한 삶의 질 지수

인후두 역류질환에 대한 삶의 질 지수는 Carrau 등[37]에 

의해 개발되고 검증되었다. 산 역류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영역을 포함하여 5개 영역으로 나뉜 43개의 질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는 최저 9점에서 최고 256점까지로 평가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후두 역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역류 증상 점수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인후두 역류질환 및 일부 호흡기 질

환 환자 간 증상의 유사성에 주목한 국제이비인후과연맹의 

젊은 이비인후과 연구자들(Young Otolaryngologists o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to-rhino-laryngological 

Societies, YO-IFOS)은 인후두 역류질환, 위식도 역류질환, 

폐 관련 질환의 증상을 평가하는 새로운 임상도구를 개발하

였다[38]. 그것은 역류 증상 점수(reflux symptom score, 

RSS)로 현재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검증 중에 있다[39]. 역

류 증상 점수 설문지는 이비인후과 영역 9개, 소화기 영역 9

개, 호흡기 영역 4개 증상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증상의 빈도와 중증도는 5점 척도로 평가되며 빈도와 관련된 

점수는 각 항목별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각 증상의 빈도

에 중증도를 곱하여 0에서 25점까지의 점수가 나오면 이를 합

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각 증

상의 영향도 0에서 5점으로 평가하여 따로 합산한다. 역류 증

상 점수가 13점보다 크면(RSS＞13) 인후두 역류질환 관련 증

상을 암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4시간 다채널 내강 임피던스-산도 측정 검사

24시간 다채널 내강 임피던스-산도 측정 검사는 현재까지 

역류성 인후두염을 진단하는 데 가장 신뢰할 만한 검사법이

다. 비산성(nonacid) 역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고전적인 

pH 단독 측정 검사 대신 24시간 다채널 내강 임피던스-산도 

측정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을 기대할 수 있

다[4,40,41]. 24시간 다채널 내강 임피던스-산도 측정 검사는 

위산 역류뿐 아니라 일반적인 역류를 감지할 수 있으며, 약산

이나 알칼리 역류도 감지할 수 있다[41]. 검사결과에서 보고

되는 대부분의 측정치들은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의 주관적

인 증상이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42]. 

그러나 24시간 다채널 내강 임피던스-산도 측정 검사는 수많

은 인후두 역류질환의 진단 기준과 탐침(probe)의 위치에 관

계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환자의 프로파일 선택에 기여

하고 있다[43]. 일반적으로 근위부 탐침은 상부 식도 괄약근 

아래 1 cm 또는 1-3 cm 위에 배치되고, 원위부 센서는 하부 식

도 괄약에서 5 cm 위에 배치된다. 검사 기간 동안 근위부 탐침

의 움직임이 점막을 자극하여 이차적으로 역류와 유사한 증

상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탐침을 식도 내에 위치해야 하는

지 하인두에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44]. 진

단 기준과 관련하여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인후두 역류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근위부 탐침에서 하나 이상의 역류 에

피소드가 있으면 비정상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다[43]. 진단 기준의 설정에는 다

수의 정상인에게 침습적인 24시간 다채널 내강 임피던스-산

도 측정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상 값의 범위

를 명확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표준화에 어려움

이 있다. 검사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탐침 위치의 이상으로 

인한 위양성이 7%-17%에 이르는 점과 24시간 검사 기간 동안

의 역류 에피소드의 부족으로 인한 위음성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45-47]. 위음성 문제는 검사 시간을 48시간으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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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완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구에서 24시간 

검사 대신 48시간으로 검사 시간을 늘린 환자에서 역류 에피

소드와 증상 간의 더 나은 상관 관계 분석을 보고한 바 있다

[48]. 해당 연구해서 실제로 48시간 검사가 24시간 검사에 비

해 훨씬 더 많은 역류 에피소드를 포착할 수 있었다[48].

경험적 치료 시험

많은 국가에서 24시간 다채널 내강 임피던스-산도 측정 검

사의 비용과 단점 때문에 경험적 치료 시험만 사용하여 인후

두 역류질환 진단을 내리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49,50].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치료 시험은 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단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인후두 역류질환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기

존 증거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반응이 식도경 검사 및 24시간 다채널 내

강 임피던스-산도 측정 검사에 비해 역류에 대한 민감도와 특

이도가 낮음을 시사한다[51]. 경험적 치료 접근법은 역류 증상 

지수(RSI＞13) 및 역류 소견 점수(reflux finding score, RFS; 

RFS＞7)와 같은 임상 점수의 활용과 3개월간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 처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험적 치료 시작 후 3-6개

월 후에 반응이 있을 때 인후두 역류질환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무반응 환자의 진단은 불확실하며 추가적인 24시간 다

채널 내강 임피던스-산도 측정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치료에 대한 반응은 치료 시작 후 증상의 50% 정도가 개선되

거나 역류 증상 지수가 5-10점 정도 감소하거나 치료 3-6개월 

후 역류 증상 지수가 13 미만이고 역류 소견 점수가 7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11,12,52-54]. 전반적으로 인후두 역류질환 증

상의 대부분은 알레르기, 알코올, 담배, 약물, 천식 흡입치료

기, 환경 자극물질, 열악한 음성 위생, 근육 긴장과 같은 인후

두 점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 더불어 혹은 역류 단

독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상적 진단은 고려할 사항이 

많고 어렵다. 따라서 경험적 치료 시험의 인후두 역류질환 진

단을 위해서는 인후두 역류질환 증상을 야기하는 모든 보

조 인자 또는 감별 진단을 검증하고 배제해야 한다[1]. 이러한 

임상적인 특성에 대한 지식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 치료에 내

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볼 때 더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법

은 위산이 점막 손상의 원인이라고 가정함과 동시에 펩신이나 

담즙산(bile acid) 역시 염증 반응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에 기초한다. 또한 위장에서 내용물이 소장으로 빠져나갈 때 

일부 환자에서 인두 반사 반응(gag reflex)으로 이어지고 이것

은 인후두 역류질환 증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PPI 치료로 잘 해결되지 않으며 신경근육 반사를 차단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바이오마커로서의 펩신

펩신은 위에서만 생성되므로 만약 이것이 인후두에서 검출

된다면 역류에 대한 특징적인 표지자가 될 수 있다. 비록 펩신

은 위의 산성 환경인 pH 2에서 활성화되지만 pH 8까지 안정

적으로 유지되므로 산도에 관계없이 위 역류액에서 효소를 확

인할 수 있다[55].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타액의 펩신 수치는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의 증상이나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 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56]. 증상의 중증도를 나눠보았을 때도 

타액 펩신 수치와 증상의 중증도와의 연관성은 발견된 적이 

없다[29]. Wang 등[57]의 최근 메타분석에서는 인후두 역류

질환 진단에 있어서 타액의 펩신은 민감도와 특이도 측면에

서 24시간 다채널 내강 임피던스-산도 측정 검사에 비해 각

각 64%와 68%로 측정되었다. Johnston 등[3]은 역류 억제 수

술을 받은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 10명에서 펩신을 전향적으

로 분석하여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였다. 1)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의 타액에서 펩신이 검출될 확률; 2) 펩신 생검과 객담 검

출 사이의 일치율; 3) 역류 방지 수술의 상기도 펩신 예방 능력; 

4) 역류 수술 후 치료 반응 예측에 펩신의 유용성 여부[58]. 해

당 연구에서 수술 후 9명 중 6명은 증상이 호전되었고, 2명은 

경미한 호전이 있었고, 1명은 호전이 없었다. 펩신은 수술 전 

9명의 환자 중 8명에서 발견되었다. 수술 전 5명의 환자가 생

검과 객담 검사를 모두 받았으며 이들 중 4명은 생검에서 펩

신 검출과 객담 검사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었다. 수술 전 펩신 

음성인 환자는 수술 후에도 음성으로 남아 있었고 pH 모니터

링 검사에서 역류의 정상화가 관찰되지 않은 유일한 환자였

다.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에서 후두경 검사 및 pH 모니터링

은 임상 예측 능력이 부족한 반면, 펩신은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진단 테스트로서 유망하다. 1) 객관적인 위식도 역류질환 

및 인후두 역류질환 징후가 있는 환자의 경우 기도에서 펩신

이 자주 검출되며(생검 또는 객담 검사) 질병의 주요 기전인 위 

내용물의 역류와 기도 흡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2) 생검과 객담 검체 사이에 펩신 검출의 일치성이 좋으며, 이

는 검사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여준다; 3) 역류 방지 수술은 

상기도에서 펩신을 없애는 데 성공적이었다; 4) 역류 소견 점

수 및 DeMeester 점수와 달리 펩신 검출은 역류 방지 수술 

후 인후두 역류질환의 임상적 개선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

인다. 효소 분석, 면역 조직 화학,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및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를 포함하여 위 역류물에서 펩신을 검출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나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

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펩신 검출 방법 및 진단 기준의 다양성은 인후두 역

류질환 환자의 타액 내 펩신 검사의 진단적 기준을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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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펩신을 이용한 진단키트로 Peptest 

(RDBiomed, Hull, UK)는 16 ng/mL의 펩신 검출 한계가 있

으나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측면 유동 분석 장치(lateral flow 

device)이다[59]. 근위부 역류의 진단에 임상적인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데이터가 없어 현재까지 Peptest의 사

용은 어렵다. 그래서 펩신 검사 및 인후두 역류질환 진단 방

법을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펩신은 타액에서 일시적으로

만 존재하며 따라서 타액의 수집 시기가 펩신 검출에 절대적

인 영향을 준다. 타액 수집 시기에 대한 연구에서 잠에서 깼을 

때 높다는 결과도 있고 식후에 가장 높다는 결과도 있어 언제

가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60-62]. 

다수의 연구에서 펩신 검출은 민감도가 낮고 적절한 타액 수

집 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음을 감안할 때, 반복 검사 또는 풀

링 샘플링을 하는 것이 특이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

일 샘플링보다 더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63]. 펩신

은 점막 세포에서 쉽게 세포내이입(endocytosis)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부 소화호흡기 조직에서 펩신의 잘못된 검출로 이

어질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28]. 경험적으로 침에서 펩신의 

검출 자체가 검사 양성을 시사하지만 문헌에서 제시하는 컷

오프 수준은 연구마다 다양하며 다만 위식도 역류질환 진단

을 위한 Peptest 연구에서는 최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갖는 

컷오프(cutoff)를 50 ng/mL로 보고하였다[59,60]. 향후 연구

에서는 펩신 검사를 위한 최적의 샘플링 타이밍, 위치, 특성 

및 임계 값 같은 많은 물음에 응답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치  료

인후두 역류질환의 PPI 효능은 오랫동안 의문의 여지가 있

었지만 최근의 메타분석과 리뷰에 따르면 PPI는 인후두 역

류질환 증상 개선 효과적이었다[1]. 반면 진단 기준, 배제 기

준, 치료 및 치료효과 판정에 있어서 논문 간의 이질성은 그 

결론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를 남기는 결과를 낳았다[1]. 역

류와 관련하여 많은 연관된 징후와 증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일부 연구에서 치료 효과 확인에 실패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PPI 치료에서 나이에 따른 치료 반응

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60세 이상의 환

자들에서 그 이하의 환자들보다 PPI의 치료 반응이 유의하게 

낮다는 보고가 있었다[64]. H2-수용체 길항제(H2-receptor 

antagonists)는 인후두 역류질환이나 위식도 역류질환의 2차 

치료제로 사용하거나 PPI에 부분반응을 보인 환자에게 권장

되지만 작용시간이 4-8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은 치료

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65].

생활습관 교정과 식이요법이 첫 번째 치료 단계임에도 불구

하고 그 중요성은 소화기내과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가벼

운 인후두 역류질환에 식이요법 단독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66]. 중등도 이상의 인후두 역류질환의 경우 

식이요법을 잘 따르면 PPI 치료와 함께 징후 및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66-69]. 엄격한 알칼리성 식단

을 유지하는 것은 내성을 가진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의 치료

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67].

치료에 내성을 가진 환자는 치료 순응도를 평가해야 한다. 

실제로 Pisegna 등[70]의 연구에서 PPI 치료를 처방받은 환자

의 62.7%가 치료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치료 실패의 일

차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장기간의 치료에도 내성을 보

이는 경우 다른 인후두 감별 진단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이전 약물 치료에서 저항성을 보인 환자의 경우 하부 식도 괄

약근 이완 억제제(baclofen)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71]. 

위식도 역류질환에서보다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에서 상대적

으로 약물치료 효과가 불분명하다[72]. 3-6개월간의 치료를 마

친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에서조차 66%는 치료에 성공적이었

으나 25%-50% 환자에서는 만성적인 질병 경과를 보였다[7,73]. 

이러한 환자에서는 식이조절이 중요하며 인후두 역류질환 재

발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기 PPI 치료로도 조절될 수 있다. 

PPI의 장기적인 부작용(예: 칼슘, 철분, 비타민 흡수 장애, 신

부전, 약물 상호 작용, 위축성 위염, 소아 성장 위험)이 있으므

로 처방 시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74].

결     론

인후두 역류질환은 앞서 역학, 병태생리, 진단 및 치료 문제

를 고려했을 때 복잡한 질병 스펙트럼을 갖는 질환이다. 현재 

인후두 역류질환과 관련한 주요 문제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

는 명확한 진단 기법이 없다는 것이다. 펩신과 같은 위 역류 액

의 비산성 성분이 기도 질환의 병리학적 원인이며 임상 진단이

나 약물 개발의 잠재적인 표적임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들

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진단을 표준화하고 간편

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 인후두 역류; 진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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