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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역류 질환은 위산이 식도 및 인후두로 역류됨으로 인하여 

임상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후두-식도에 형태학적 변화를 초

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역류성 식도염 혹은 역류성 인후두염

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가 식도 자체의 형태학적 

변화가 없거나 주관적인 인후두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훨

씬 많은 광범위한 질환이다. 실제 진단에 있어서 내시경검사

상 식도염이 확인되거나 24시간 위산역류검사상 역류질환이 

확인된 경우만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

다.1) 역류성 식도염의 기본 증상인 가슴쓰림, 또는 신트림등

이 없으면서도 이비인후과적인 인후두 증상(인두 이물감, 쉰 

목소리, 인두통 등)이나 호흡기 증상(만성 기침 등)을 나타내

는 많은 진환들도 위산의 역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

고 있다. 이 질환들은 광범위한 의미로 역류성 식도염의 범

주에 들어가나 위산이 인두나 후두로의 역류로 인해서도 다

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과 많은 차이

점을 보이므로, ‘인후두역류증 laryngopharyngeal reflux, 

LPR’이라고 표현하고 이로 인해 질환군을 역류성 식도염와 

구별하여 ‘인후두역류질환이라고 부른다.2) 

위산이나 위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여 병변을 일으

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기전으로는 하부식도괄약근, 식도

의 산 청소작용, 식도의 상피저항, 상부식도괄약근 등이 있다. 

하부식도괄약근은 구조적으로 원형의 근육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도의 말단부위가 횡격막 하부 즉 복부에 위

치하고 있고, 위와 식도 사이가 예각을 이루고 있어서 횡격막 

자체가 식도를 조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으

로 위액이 식도 쪽으로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3) 위-식도관의 신경분포는 고유한 신경총을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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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상부소화관이 독립적인 신경조절을 갖지만 대부분 뇌

신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외인성 신경 입력에 의존한다. 뇌신경

의 순조롭고 조직화된 위-식도 소화 기능 조절은 뇌간(brain-
stem)에 의해 기원하고 통제를 받는 교감-부교감 신경에 의

해 이루어진다.4,5) 뇌간의 부교감 신경 뉴런은 위-식도의 소화 

기능을 조절하며 그것은 구심성 미주신경섬유, 고립로핵(Nu-
clues tractus solitarius, NTS), 미주신경 등쪽운동핵(Dosal 

motor nudlues, DMV)에서 기원하는 원심성 섬유로 구성된

다. NTS와 DMV의 뉴런 신호전달은 가소성이 좋으며 다양

한 종류의 신경전달물질 및 또한 NTS로의 구심성 입력이 없

더라도 순환하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을 받는다.6,7) 이는 하행 

중추신경계 신경입력과 호르몬 그리고 소화과정의 결과에 

따른 구심성 피드백이 강력하게 미주신경 반사 감수성을 조

절한다. 이 기본적인 미주신경성의 위-식도 조절 신경순환은 

상부위장관을 지배하는 원심성 부교감신경 섬유의 세포체인 

DMV의 전후방축 전체를 따라 기원한다. DMV는 인접한 연

수(medulla oblongata)와 쌍을 이루고 대부분의 높은 밀도

의 원심성 신경 섬유를 통해 근육간 신경의 뉴런 또는 상부 

소화관의 간질세포를 지배한다. 미주신경반사는 NTS로의 

구심성 자극에 의하며 상부소화관 내장향상의 방법에 의해 

체계화된다. 구심성 자극에 대한 DMV는 더 기능적인 방법으

로 조직화 되어 미주신경 반사 기능이 기능적 망구조와 같은 

모습으로 체계화 된다. 위-식도의 구심성 미주신경성 자극 입

력은 원심성 미주신경 출력을 유발하며 따라서 NTS뉴런 집

합에 있는 상부소화관 시냅스에 구심성 신경을 제공하며 DMV

뉴런에서 반사가 완성된다. 중간 NTS뉴런들은 길게 내-외측

으로 수상돌기를 가지며 이러한 구성은 NTS집단의 구심성 

미주신경 신호를 조절한다.8,9) 

본      론

인후두역류증후군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의 발현은 1995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Dr. Koufman 등에 의해 개최된 LPR에 

대한 Consensus conference에 의해 공식화 되었다고 여겨진

다.10) 그 전까지 이비인후과의사에 의해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용어로는 Globus pharyngeus(신경성), Chronic laryngophar-
yngitis(목 염증), Postmenauposal syndrome(폐경기 증후

군), Neck muscle tension disorders(근육긴장성) 등으로 대

부분 환자에게 설명되어져 왔다. 그 후 위식도역류에 대한 연

구와 빈도가 증가함과 더불어 인후두역류증후군에 대한 관

심이 많아져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병인, 검사결과, 증상 등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 일치

하지 않는 결과들이 많아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의문점

등이 있어 경부이상증후군(Neck discomfort syndrome), 후두

과민증(Irritable laryngeal syndrome) 혹은 미주신경 반사

증(vagal reflex syndrome) 등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빈번

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이비인후과의

사들은 인후두역류증후군을 대부분 선호하고 사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하부식도 괄약근의 긴장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음식물(고지방 음식, 카페인 함유 음료, 초콜릿, 

박하 등)을 과다섭취하거나, 흡연, 약제(항콜린성 약제)등을 

사용하는 사람에서는 위식도역류가 초래되기 쉽다. 또한 해

부학적인 결손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하부식도괄약근의 일

시적인 이완이 역류의 발생기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식

도의 점막은 인두나 후두의 점막에 비하여 위산의 노출에 비

교적 저항력이 높은데, 이는 식도점막의 상피층이 각화되어 

있고 점액과 중탄산염을 가지고 있어서 역류물질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타액의 분비가 감소되거

나 점액 형성이 저하된 경우에는 방어기전에 장애가 생겨 역류 

내용물 속의 위산과 펩신 때문에 점막에 염증, 침식, 궤양 등

이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평세포층이 원주세포 상피

로 바뀌거나 악성 변성을 일으키기도 한다. 상부식도괄약근

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서, 호흡하는 동안 공기를 연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식도내료 역류된 위산을 인두나 후

두가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상

부식도괄약근의 기능이 저하되면 위산이 인두와 후두로 역류

되어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 호흡기 내과적인 증상을 초래하

기 된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조차도 상부식도괄

략근에 대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11)

1. 역류 검사의 문제점

 역류증후군에 대한 검사에는 바륨식도조영술, 식도위 내

시경검사, 식도내압검사, 24시간 보행 산도검사, 보행 다채널 

내강 임프던스 검사 등 이 있다. 이중 가장 유용한 검사는 24

시간 보행 산도 검사이나, 최근에는 비산성 역류을 검사하기 

위한 보행 다채녈 내강 임피던스 검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임상에서도 사용 중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

인 검사결과에 있어서 논란이 많다. Ylitalo 등12)은 인후두역

류 증상이 있으면서 역류성 후두염 소견이 있는 경우 24시간 

보행 산도 검사에서 69%에서만 양성을 보였고, 증상이 없고 

후두의 소견이 정상인 경우에도 24시간 보행 산도 검사에서 

26%에서 양성소견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인후

두역류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검사인 24시간 보행 산도 검사

는 위양성과 위음성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비

싸면서 침습적인 방법이라는 단점이 있어 현재 대부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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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증상이 없는 정

상인에서 24시간 보행산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여도 후두

내시경 소견상 13~43%까지 위양성이 나타나고 후두내시경 

내시경 소견이 정상인 경우에도 위음성이 있어, 24시간 보행 

산도검사는 다른 검사와의 일치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

므로 논란이 많다.13) 

2. 역류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문제점

위식도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역류

성 식도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가슴쓰림과 신트림이다. 

이런 환자들은 대개 위장내과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이비인

후과를 주로 찾게 되는 인후두역류 질환은 위의 두가지 증

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증

상이 없으면서도 좀 다른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게 된다. 대

표적인 증상들로는 인두이물감, 원인을 모르는 애성, 만성헛

기침, 인두통, 연하곤란, 만성 기침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들

을 역류질환의 식도 외의 증상 양상이라고 하는데, 환자들이 

위장내과보다는 이비인후가나 호흡기내과를 먼저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식도 외의 증상 양상이 초래되는 기전으로

는 두 가지의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미세흡인설로, 식

도로 역류된 위산이 상부식도괄약근을 통하여 인두로 올라

와서 침과 섞이어 미세하게 후두와 기관으로 유입되기 때문

에 증상이 생긴다는 가성이다. 둘째로는 미주신경반사설로, 식

도로 유입된 위산이 식도 점막의 산의 예민한 수용체를 자극

하여 미주신경이 매개하는 반사작용에 의하여 인두이물감이

나 만성 기침 등의 증상이 초래되어 대부분 경부 이상감각증

에 관련된 증상들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역류증후군보다는 

경부이상감각증으로 통칭되어야 할 것이다.

3. 역류증상지수(Reflux finding score, RFS) 및 역류소견지수 

   (reflux symptom index, RSI)의 신뢰도

Belafsky 등14)은 인후두역류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9가

지 증상의 정도를 환자 스스로 작성하는 설문지를 제안하였

다. 각각의 항목은 0점에서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45

점이 된다. 39명의 인후두역류 환자에서 치료 전에 반복하여 

검사하여도 반복 검사의 일치율이 매우 높았고, 치료 전에는 

평균 19.3이었으나 치료 6개월 후에는 12.2로 의미있게 감소하

여 치료의 반응을 평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건강한 정

상인은 11.6으로 인후두역류가 있는 환자에 비해 의미 있게 낮

았다 결론적으로 RSI가 13점 이상인 경우 비정상 소견이라고 

하였다. 또한 RSI가 10점 이상인 경우 보행 산도검사에의해 

확인된 인후두역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Bilgen 등12)은 

변형된 RSI을 이용하여 인후두역류 환자에서 치료 후에 변

형된 RSI가 감소하여 증상 호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Belafsky 등14)은 RSI 검사가 쉽고, 재현성과 신뢰도가 높은 

검사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Park 등15)은 인후두 부위에 이

물감을 호소하는 57명의 환자에서 RSI 검사와 보행 산도 검

사를 시행한 연구에서 보행 산도검사에서 증명된 인후두 역류

에 대한 RSI의 민감도는 75.6%, 특이도는 18.8%이었고, RSI

의 결과와 보해아 산도검사로 증명된 인후두역류와는 연관

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Belafsky 등16)은 40예의 인후두역류 

환자에서 2명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RFS을 반복 측정하여도 

처음과 반복 측정한 RFS의 차이가 거의 없이 일치하였고, 2명

의 이비인후과 의사간에서도 상관계수가 0.9 이상으로 일치

율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또한 치료 전에는 RFS가 11.5점에

서 치료 6개월 후에는 6.1점으로 감소하였고, 정상인은 5.2점

으로 치료 전에 정상인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RFS

가 7점 이상인 경우 이상소견으로 인후두역류 가능성이 있다

고 하였다. Bilgen 등13) 의 연구에서도 36예의 인후두역류 환

자에서 RFS가 치료전에는 14.8점 이었지만 치료 6개월 후에

는 1.4점으로 매우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Park 등15)의 보고를 보면 인후두부의 이물감이나 

불편감 등을 증상으로 내원한 57예를 대상으로 RFS와 24시

간 보행산도검사를 시행한 연구에서 RFS을 7점 이상을 기준

으로 하였을 때 인후두역류의 민감도는 87.8%, 특이도는 37.5%

이었고, RFS와 24시간 보행산도검사의 결과는 의미가 없었

다. RFS에 대한 검사자의 반복 검사에 대한 신뢰도(intra-rater 

reliability)와 다른 검사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신뢰도(inter-

rater reliability)에 대한 Belafsky 등16)은 0.9 이상의 상관계수

을 보여 매우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40예의 인후두역

류 환자에서 3명의 음성언어 치료사와 3명의 이비인후과 의사

가 참가하여 intra-rater 신뢰도와 inter-rater 신뢰도에 대해 평

가하였는데, 이중 1명은 intra-rater 신뢰도가 매우 불량하여 결

과에서 제외하였고, 1명은 2번째 검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아 

결과에서 제외된 연구를 보고하였다.11) 6명의 관찰자 중 2명

을 제외한 4명의 관찰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서 보면 intra-

rater 신뢰도는 상관계수가 0.59 이상의 신뢰도가 있었고, in-
ter-rater 신뢰도는 상관계수가 0.42로 상관계수가 낮지만 어

느 정도의 신뢰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Kelchner 등16)은 인후두역류 증상이 없는 건강한 정상인 

30예에 대해 강직형 후두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2명의 음성

언어 치료사와 2명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RFS을 판단한 연구

에서 4명의 관찰자 중 최소 1명에서 RFS 7점 이상으로 판단

한 경우가 13예(13/30, 43%)이었고, 4명의 관찰자 중 3명에서 

RFS 7점 이상으로 판단한 경우가 4예(4/30, 13.3%)이었다. 그

리고 음성언어 치료사와 이비인후과 의사 사이에 일치율이 매

우 낮았고, 음성언어 치료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일치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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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이비인후과 의사 사이에는 일치율이 매우 낮았다. 또한 

RFS의 각 항목에 따라서도 일치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음성

언어 치료사와 이비인후과 의사의 일치율이 비교적 높았던 

항목은 후두실 폐쇄, 성대 부종, 육아종 이었으며, 미만성 후

두부종은 양군 모두에서 일치율이 매우 낮았다. 양군에서 모

두 intra-rater 신뢰도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인후두역류 환자에서 후두 내시경으로 후두소견을 판단하

는 것이 과연 신뢰도가 있는가? 이에 대한 연구를 Branski 등17)

이 시행하였으며, 100예의 환자에서 강직형 후두내시경으로 

후두를 촬영한 비디오 영상을 이용하여 5명의 이비인후과 의

사가 참여하였다. 관찰한 후두 소견 항목은 부종(후두 전연합

부, 성대, 후두 후연합부), 발적(후두 전연합부, 성대, 후두 후

연합부), 후두경비증, 후두 내시경 검사로 판단되는 인후두역

류의 심한 정도 등이었다. 4가지의 항목 중 성대의 부종과 발

적은 어느 정도의 inter-rater 신뢰도를 보였지만 그 외의 항목

에서는 매우 불량한 inter-rater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intra-

rater 신뢰도 또한 매우 불량하여 인후두역류를 진단하는데 

후두소견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방법이라고 하였

다. 특히 인후두역류 환자에서 후두내시경으로 후두소견을 

관찰하는 것은 평가자간 신뢰도가 너무 낮고, 그래서 후두경 

소견으로 인후두역류를 진단하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보고도 있어 아직 논란이 있다. 또한 RFS의 각각의 항목에 

따른 신뢰도가 다르고, 또한 후두내시경의 종류에 따라서 각 

항목의 신뢰도가 다르다.

4. 신경학적 고찰(뇌간신경반사)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부이상감각증은 중

추신경계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운동감각신경회로를 과활

성화 시킴으로 인하여 발현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가지 가능

한 원인들이 밝혀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위산과다 및 

식도 역류이 있다. 그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 정신적 스트레스, 

습관적인 잘못된 근육 사용이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만성적

인 경부 및 후두근육의 활성화와 감각 과민을 어떻게 일으키

는지에 대한 신경 병리학적 기전을 고려해야 한다. 경부이상

감각증은 신경 가소성(neural plasticity)이라는 과정을 통하

여 경부와 후두 및 주위 구조물의 중추신경 조절능력을 변화

시킨다. 즉,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중추신경이 반응하는 방

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신경 가소성은 인간의 학습이나 기억

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전으로 인간의 

두뇌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뇌가 유연성

이고 순응성이 있다는 것이다.8) 이러한 두뇌의 특징은 경험

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스스로를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해왔다. 해부학적 뇌 구조의 가소성 덕분에 개개인의 활

동에 적합하도록 뇌를 맞춤 설계를 하는 게 가능해졌다. 뇌

는 신경세포(뉴런)와 신경교세포가 연결되어 구성된다. 학습

은 신경세포 연결 길이의 변화, 연결의 추가 또는 제거, 그리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형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데, 가소성은 

바로 이러한 학습과 관계가 있다. 뇌신경 가소성이란 뇌의 신

경경로가 외부의 자극, 경험, 학습에 의해 구조 기능적으로 변

화하고 재조직화 되는 현상이다.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

며, 새로운 언어나 운동기능의 습득이 왕성한 유년기때 사용

되는 새로운 신경경로의 활동성이 최대치를 보인다.9) 성년기

나 노년기에는 그 잠재성은 약간 감소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언어나 운동기술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습득할 수 있는 일

정한 수준의 뇌신경 가소성을 일생동안 유지한다. 또한 뇌의 

하부 신피질 영역의 구조는 변화는 반복되는 학습에 의해 변

화가 이뤄지고, 해마와 치상돌기 회와 같이 기억의 형성에 관

련된 영역과 성인기까지 새로운 뉴런들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곳은 큰 가소성을 지닌다. 여러 연구들은 환경적인 변화가 현

존하는 뉴런 사이의 연결을 수정하고, 해마와 소뇌를 포함한 

다른 뇌 부분의 신경조직발생을 통해서 행동과 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결국 반복된 자극 혹은 학습효

과는 신피질 처리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들은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신경적인 활성화를 변경시

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뇌간신경반사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중추신경에서 어떻

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몇가지 기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신경이나 조직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추신경으

로의 들어오는 자극이 차단되면, 수지상돌기(dendrite)가 재분

화하거나 “사일런트 시냅스”(Silent synapse)가 재활성화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자

극이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추신경

의 변화에 대한 또 다른 기전으로는 반복된 유해한 자극에 대

한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

의 지속적 노출은 신경가소성과 연관된 유전자를 활성화시

킨다. 이에 대한 연구로서10) 후두에서부터 기시한 상후두신경

(superior laryngeal nerve)을 경유하는 감각섬유가 손상되었

을 경우 갑상피열근(thyroarytenoid muscles)으로의 운동신경

회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감각섬유는 뇌

간에 위치한 고속핵(nucleus tractus solitarius)에 도달하여 제

2차신경원(second-order neuron)을 통하여 의문핵(nucleus 

ambi guus)을 거쳐 운동신경회로로 이어지는 운동반사를 하

는 것이다. 이전의 상후두신경 수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

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상후두신경에 전기적 자극 을 주었을 

때 운동반사가 대조군에 비하여 항진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뇌간에 위치한 중뇌수도관주위 회색질(periaqueductal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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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은 발성에 관여한다. 몇몇 동물에서 PAG의 배측과 측

면부위를 자극하였을 때 발성을 유도하였고 이 부위의 병변

은 함구증을 일으켰다. PAG의 특정부위의 세포들이 후두근

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양이에서 상후두신

경의 내측분지를 강하게 자극하였을 때 PAG의 신경세포들

이 PAG로 도달하는 후두감각섬유에 의해 자극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PAG가 인간의 정서적 상태와 방어반응에 관

여한다는 사실에서 보았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러한 증

상들을 일으키는 것은 PAG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PAG가 뇌의 감각, 정서와 관련된 부위를 의문핵주위

망상체(periambigual reticular formation)로의 연결로 역할

을 함으로써 여러 발성근육의 움직임을 조정한다. 자극물질

에 의한 후두 부위의 자극은 보통 근긴장성 발성, 만성기침, 

후두연축과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 위식도역류에서 하부식

도의 자극과 갑상피열근의 활성도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또한 역류에 의한 만성적인 

후두 자극은 PAG를 자극시키고 이는 신경가소성과 연관되어 

후두기능의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결      론

위산과다, 복부팽만, 위식도역류, 인후두건조증, 상기도 감

염 및 신경증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극되는 뇌

간신경은 신경가소성이 발현되어 결과적으로 미주신경의 반

응성을 강화하게 된다. 그 결과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경도의 

반응성으로는 첫째, 미주신경의 위장관 반사(viseral reflex)

의 활성화 결과 하부식도괄략근의 긴장도가 더욱 약화되어 

역류를 조장하게 되어 증상들이 악화디며 그 외에도 복부팽

만감 및 소화불량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둘째, 미주신경

의 호흡반사(respiratory reflex)가 활성화되어 만성기침, 경

부이불감, 음성장애 및 연하곤란 등의 속칭 인후두역류 관련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된다. 고도의 반응성으로는 역설적 성대

운동(paroxysmal vocal cord movement) 및 간헐적 후두결

련(episodic paroxysmal laryngospasm) 등의 호흡기 경련 증

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뇌간신경의 반복자극에 의한 뇌

간신경의 활성화로 미주신경의 과반응성 반사에 의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중심 단어 : 인두두역류증후군ㆍ뇌간신경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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