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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특별한 원인 없이 항상 목이 답답하고 덩어리가 낀 듯한 증

상을 호소하는 인후두 이물감(Globus pharyngeus)은 이비

인후과 의사가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증상군으로 외래를 처

음 방문하는 환자의 약 3~4% 정도가 이 증상을 호소한다고 

한다.1) 이는 인후두 신경증(Globus hystericus)으로 불리던 

질환으로, 과거에는 단순히 신경증에 속하는 질환으로 여겨

져 왔으나 현재는 여러 원인 질환이 일으키는 증상군임이 밝

혀졌다. 신경증 이외에 인후두 역류질환, 위식도 역류질환, 

식도 운동 이상, 식도 및 인두의 이상 수축, 윤상인두근의 기

능적 혹은 해부학적 이상, 경부 골성 증식, 설편도 비대, 과기

능성 음성 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의 병변 등 다양한 질

병들이 원인으로 밝혀져 왔고, 인후두 이물감의 원인 질환으

로 인후두 역류질환이 제시된 이후로 인후두 역류질환의 중

요성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다.2)

이러한 인후두 이물감에서 이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을 발견

할 수 있는 질환 등은 임상의들이 비교적 쉽게 진단 및 치료

에 임할 수 있으나, 이학적 검사상 아무런 기질적 병변을 찾을 

수 없는 환자들이나 인후두 역류질환 진단 하에 경험적 양자 

펌프 억제제 사용 후 증상 호전이 없는 환자들은 치료 방향

을 결정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본 종설은 인후두 

이물감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심인성 요인과의 관계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약 2500여년 전 히포크라테스는 인후두 이물감을 여성의 

몸 안에 떠다니는 구가 목에 걸리므로 발병한다고 생각하여 

처음으로 인두 신경증 이라고 기술하였다.3) 애초에 히스테리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발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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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의 진단은 이학적 검사나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다른 원

인일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배제하고 나서 정신적이라고 추정

될 때 내려졌다. 하지만 1968년 Malcomson 등은 인후두 이

물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히스테리 성격을 나타

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이후 인두 신경증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4) 

최근에는 인후두 역류질환과 인후두 이물감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고 과거부터 많은 연구가 되어 

왔지만 아직도 두 질환의 연관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기관식도협회(American Bronchoesoph-
agological Association)에서 시행한 국제 설문조사에서 인후 

청소행위(throat clearing)(98.3%), 지속적인 기침(96.6%), 흉

부작열감/소화불량(heartburn/dyspepsia)(95.7%), 인두 이물

감(globus sensation, lump in throat)(94.9%), 음성변화(94.9%) 

등이 인후두 역류증과 연관된 가장 흔한 증상으로 조사되었

다.5) Belafsky 등이 제안한 역류 증상 지수(reflux symptom 

index)는 임상에서 환자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재현성(re-
producibility)이 높으며 인후두 역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

한 진단도구로 설문 내용 중 인두 이물감에 대한 문항이 포

함되어 있어 인후두 역류질환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하였다.6) 

Shin 등은 24시간 이중탐침 산도검사(24-hour double pH 

monitoring)를 통해 인후두 역류질환으로 진단된 10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Symptom Checklist-90 Revised 

Questionnaire)를 시행한 결과 인후두 역류질환은 정신과 질

환과 관련이 없고 증상의 심한 정도는 역류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7) 또한 Mesallam 등도 인후두 역류질환

과 심인성 요인은 연관이 없다고 하였으며 역류 증상 지수나 

음성 장애 지수(Voice Handicap Index)도 정신과 질환과 통

계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였다.8) 하지만 Park 등은 강박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적대감 등이 인후두 역류질환의 유

무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으며,9) Siupsinskiene 등은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의 3분의 1에서 우울증이 있음을 발표

하였다.10) 또한 손등은 인후두부 이물감의 대부분을 위식도

역류와 식도운동질환으로 설명하려는 최근의 시도는 재고되

어야 하며, 인후두부 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신체화경

향, 우울증, 정서불안, 건강염려증 등의 심인성의 요인을 무시

할 수 없으며, 특히 우울증은 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

여, 환자 진료시 참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1)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인후두 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

에게 인후두 역류질환 의심하에 양자 펌프 억제제를 투여하

는데, Dumper 등이 시행한 이중 맹검 무작위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인후두 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Lanso-

prazole을 3개월간 투여한 결과 두경부 이학적 검사상 정상

이고 다른 이비인후과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Lansoprazole이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12) Siupsinskiene 등

도 불안 장애를 보이는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에서 양자 펌프 

억제제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였으며,13) Kirch 등은 양자 펌

프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14명의 환자 중 8명은 gabepentin

을 복용하고 인후두 이물감이 호전되었다고 하며 역류 치료

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는 반드시 심인적 요인을 분석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14) 인후두 이물감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에

게 항우울제인 amitriptyline과 양자 펌프 억제제인 panto-
prazole을 투여한 무작위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amitripty-
line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인후두 통증이나 수면의 질이 호

전되는 것을 확인하여 인후두 이물감 환자에게 항우울제를 

투여하자고 보고하였다.15) 인후두 역류질환과 마찬가지로 위

식도 역류질환도 정신과 질환과의 관련이 높은데 19개의 논

문을 검토하여 작성한 체계적 종설에 따르면 약 45% 환자에

서 양자 펌프 억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고 이들 중 다수는 정

신과적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였다.16) 

정신과 영역에서도 인두 이물감을 다각도로 연구하였는데 

Pratt 등은 99명의 인두 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를 통

해 분석하였으며 이 환자들에게서 우울증과 건강염려증이 

높게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17) 베트남전에 참여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4240명 중 6.4%에서 인후두 이

물감을 호소하였으며 이들은 우울증 및 신체화 장애와 관련

이 있다고 하였다.18) Cybulska 등도 인후두 이물감은 재발이 

흔하며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인후두 이물감을 호

소할 때 반드시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19) 

결      론

인후두 이물감의 원인으로 다양한 기질적 요인들이 보고되

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을 찾지 못한 경우 심인성 요인에 의

한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신체화 장애 등 정

신과 질환 검토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 인후두 이물감ㆍ정신과 질환ㆍ인후두 역류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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