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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인두 연하장애와 젠커 게실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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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Criopharyngeal Dysphagia and Zenker’s Diverticulum
Tack-Kyun Kwon, M.D., Ph.D., Won Yong Lee, M.D.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Cricopharyngeal dysphagia is a common condition of the dysphagic patients. For adequat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disease,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complex anatomy and physiology and phathophysiology of the cricopharyngeal muscle. A variety of methods are used for the diagonosis of the cricopharyngeal dysphagia. There are
nonsurgical treatment and surgical treatment to resolve the cricopharyngeal dysphagia. We explain several procedures that resolve the disease. And Zenker’s diverticulum is the most common diverticulum in the upper gastrointestinal tract. Most patients are present with dysphagia. The treatments are open surgical diverticulectomy with or
without cricopharyngeal myotomy and rigid endoscopic myotomy. We describe the management of Zenker’s
diverticulum.. (JKDS 2012;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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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식도 조임근의 순응도 감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3.
이러한 장애의 원인에는 기저 질환에 의한 속발성과 기저
질환을 알 수 없는 원발성으로 나뉘어지며, 속발성으로는
뇌졸중, 소아마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 파킨
슨병과 같은 중추 신경계 질환과 근육병(myopathy), 신
생물, 젠커 게실 등의 국소 구조물 병변 등이 있다2-4.
젠커 게실(Zenker’s diverticulum)은 1878년 독일의
병리학자 Friedrich Albert Zenker에 의해 기술되었다5,6.
젠커 게실은 킬리안 삼각(killian’s triangle)으로 알려진
윤상인두근육의 횡섬유와 하인두수축근의 아랫쪽 빗섬유
사이의 근육이 약화된 부위를 통해 하인두 점막이 돌출되
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증세가 있는 게실 중 가장 흔하

서론
윤상인두 연하장애(Cricopharyngeal dysphagia)는 상
부식도괄약근을 통해 고체 또는 액체를 삼키는 것에 불편
한 감각을 느끼는 것이다1. 윤상인두근은 하인두와 상부
식도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근육으로 수평근
과 사근(oblique muscle)으로 구성된 환상의 구조물이
며, 휴지기에는 긴장도를 유지하여 식도의 폐쇄를 방지하
며, 연하 시에는 빠른 이완과 수축 작용으로 음식물의 역
류와 식도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2. 윤상인두
근 기능장애는 상부 식도를 구성하고 있는 윤상인두근의
이완 실패 또는 부분적 이완, 인두식도 운동의 부조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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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도내압의 증가와 윤상인두근과 상부식도수축근의
수축과 이완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식도이물감, 애성 및 연하장애가 점전적으로 진행하
고 오랫동안 지속된 과거력이 있으며, 게실 내에 저류된
음식물이 자발적인 역류와 흡인증상을 보일 수 있고, 점
차 진행되어 정상 식도를 누르므로 연하장애가 심해지고
폐쇄증상을 보일 수 있다. 젠커 게실은 남자가 여자에 비
해 2-3배 많이 발생하고 60세에서 70세 사이에 호발한다.
일반 대중에서 유병률은 0.01%에서 0.11%로 알려져있으
나 참 유병률은 증상이 없는 젠커 게실에 대해서는 보고
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미국에서 젠커
게실의 연간 발생률은 1년에 100,000명당 2명으로 추산
7
되고 있다 . 젠커 게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드물다.

해부, 생리, 병리
상부식도괄약근은 하인두수축근의 하부 섬유와 윤상인
두근, 상부식도의 상부로 구성된다. 윤상인두근은 윤상인
두의 아래쪽에서 시작하여 반대쪽 윤상인두로 평행하게
연결되며, 작은 직경(25-35 μm)의 평활근으로, 횡섬유
와 빗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안정 시에는 기본 긴장도를
유지하여 수축한 채로 있으나, 연하 작용 시에는 이완과
수축을 하게 된다. 윤상인두근의 수축은 음식물의 식도
역류를 막고 흡기 시 식도로 공기의 유입을 막는 작용을
4,8
한다 . 윤상인두근은 인두신경총으로부터 신경지배를 받
으며, 이 인두신경총은 미주신경, 혀인두신경과 경부신경
2,4,8,9
. 정상 연
절로부터 나오는 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다
하 동안에 윤상인두근은 인두를 통해 진행해오는 음식물
덩어리가 도달하기 전에 잠깐 이완된다. 이 때 후두는 피
대근의 수축으로 인해 상승하고 전방으로 이동한다. 그
후 피대근은 윤상인두근을 연다. 음식물 덩어리가 윤상인
두근과 상부식도괄약근을 통과한 이후, 후두는 하강하고
10
윤상인두근은 닫히면서 원래의 수축된 상태로 돌아간다 .
복합 반사적 아크의 억제성 신호는 윤상인두근의 이완을
조절한다. 그래서 신경인성 과정의 두절(뇌졸증,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은 음식물 덩어리가 도달하
11
는 중요한 순간에 윤상인두근 이완의 실패를 야기한다 .
연령과 관계된 변화는 연하기전에서 인두 연하(pharyngeal
swallow) 시작의 지연, 인두 연하 기간의 감소, 윤상인두
근 개구 기간의 감소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연하 기간
12
동안 설골의 전방 이동이 고령의 환자에서 지연된다 .
젠커 게실의 병의 발생(pathogenesis)에 관해서 일치된

의견은 없다. 윤상인두근 위의 후인두근육계에 해부학적
인 약점이 존재하고/또는 상부식도괄약근의 근육의 장애
13
가 있어 젠커 게실의 형성을 일으킨다라는 이론이 있다 .
윤상인두근의 과도한 수축 또는 인두와 윤상 인두근 사이
의 수축의 부조화가 인두 점막의 이탈을 일으키고, 이것
은 “신경근 기능장애 이론(neuromuscular dysfunction
theory)”으로 명명되어 왔다. 제안된 다른 이론은 위식도
역류가 윤상인두근의 경련을 일으키고 증가된 근육의 탄
력과 함께 젠커 게실의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 윤상인두근 안의 조직학적 변화 또한 상부식도괄약
근의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젠커 게실을 가진 윤상
인두근 시료는 섬유화와 콜라겐 내용물의 증가, 근육의
지방 대체, 강직성이 활성화된 근육 섬유의 증가를 보인
14-16
다고 알려져 있다 . 이러한 변화는 윤상인두근의 경련
또는 윤상인두근의 섬유성 변화를 통해 상부식도괄약근의
압력 증가를 일으키고 나아가 젠커 게실의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임상 양상과 진단
연하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평가는 자세한 병력청취
에서 시작한다. 의학적 병력은 환자의 증상이 대상성, 전
신성, 신경성, 또는 약물성으로 인한 질환인지 결정하는
17
데 도움이 된다 . 윤상인두근 경련과 젠커 게실이 있는
환자는 목에 이물질이 있다고 느끼는 감각 또는 인두 청
소를 하기 위해 여러 번 연하가 필요한 감각과 같은 인두
이물감을 호소할 수 있다. 다른 환자들은 병으로 인하여
흡인 증상 또는 체중 감퇴와 영양 부족증을 보일 수 있
다. 젠커 게실을 가진 환자는 연하장애, 음식의 역류, 구
취, 흡인 증상 또는 만성 기침을 보일 수 있다.
1. 비디오투시검사(videofluoroscopy, modified
barium swallow)
윤상인두 연하장애와 젠커 게실의 진단에 좋은 방법은
비디오투시검사로 다양한 성상과 다양한 양의 음식물 덩
어리를 사용하여 구강 및 인두의 해부학적 구조, 격막, 게
실, 협착, 또는 종물과 같은 연하장애의 구조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 흡인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연하기전을
18
평가할 수 있다 . 윤상인두 연하장애 환자에게 실시하여
연하 시도 후 환측 이상와에 잔여물이 축적되고 오연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하의 인두기에 후
두의 전상방 번이가 불충분하거나 인두식도 연접부의 상
부식도괄약은의 부적절한 이완으로 음식물 덩어리가 잘
JKDS Vol. 2, No. 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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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지 못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윤상인두 연하장애 환자의 경우 상부식도괄약근
부위 이외에 설기저부의 후방전위 부족, 인두반사, 인두수
축력저하, 이상와의 잔여물, 또는 후두거상능력의 저하 등
동반된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 이외
에 자세변화나 연하운동요법을 검사와 동시에 시행하여
연하기능 호전여부를 동시에 확인함으로써 환자에게 특성
18
에 따른 치료를 적용시킬 수 있다 .
측방향촬영에서 윤상인두 기능장애를 시사하는 윤상인
두근띠(cricopharyngeal bar)가 관찰될 수 있다. 이 띠는
연하 동안 지속되는 윤상연골 레벨에서 뒤쪽으로 보이는
바륨 선반이다. 이런 소견은 윤상인두근의 경련 또는 근
19
육의 순응 장애를 나타낸다 . 연하 전 과정에서 윤상인두
띠가 하인두 내경의 50% 이상을 폐쇄시키면 상부식도괄
18,20
약은의 부적절한 기능을 진단할 수 있다 . 과거에는 윤
상인두 연하장애 환자 모두에서 윤상인두띠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일부 환자에서는 이 소견이
저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내시경검사(endoscopy)
내시경검사는 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없고, 성대의 움직
임과 인두의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으나 구강기 및 식
도기의 연하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없고 연하 과정 중에
영상이 차단되며 연하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윤상인두 연하장애의 경우 연하 후 이
상와에 식괴가 고여 있는 것으로 추정 진단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윤상인두근의 상태를 관찰할 수는 없다.
3. 인두 내압검사(pharyngeal manometry)
인두 내압검사는 세 개의 바늘을 상부식도괄약근과 경
부 식도에 위치시켜 연하 동안에 해부학적 구조물 간의
상관관계와 그것으로 인한 내강 압력을 측정하며 식괴내
압(intrabolus pressure)과 윤상인두근의 이완압력을 측
정한다. 식괴내압을 통해 상부식도괄약근의 순응도를 간
접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다. 윤상인두 연하장애의 진단
및 치료 후 치료효과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으나 검사가
환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연구 목적으로 쓰
인다. 윤상인두 연하장애 환자에서 주된 소견은 식괴 내
17
압 기울기의 증가되는 소견이다 .
4. 근전도(electromyography)
근전도검사(EMG) 또한 연하기전을 평가하는 데 이용
될 수 있다. 근전도 기록을 이용하여 하인두괄약근의 수
JKDS Vol. 2, No. 2, 2012

축과 윤상인두근의 이완, 윤상인두근의 경련, 또는 윤상인두
21
근의 이완장애와 함께 연하의 동기화를 평가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환자의 병력(증상, 의학적 상태, 이전의 치료)
과 진단을 위한 검사(윤상인두근 띠, 젠커 게실의 존재,
식괴내압의 증가, 윤상인두근 이완의 장애)를 통한 소견
을 종합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방법 – 풍선확장술, 보톡스 주입술
윤상인두근 기능장애나 연하장애에 관해 풍선 확장술
3,22
에 관한 보고는 많지 않다 . 소규모연구로, 일차성 윤상
인두 연하장애를 가진 5명의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
행한 치료에서 평균 21개월의 추적관찰 후 성공적인 결과
를 보고하었다. 이러한 방법이 명백한 동반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윤
상인두 연하장애를 가진 많은 환자의 장기간 치료에 사용
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1994년에 보톡스 A 주입으로 윤상인두 연하장애 환자
23
7명을 치료한 것이 보고되었다 . 보톡스 주입은 강직성
그리고 활동성 수축을 방해하여 고립된 윤상인두 장애 또
는 경련을 가진 환자의 연하장애를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다.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위험이 적으
면서 최소 침습적이고 수술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다. 그러나 이것의 주요한 단점은 치료가 성공적이더라도
24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 한편, 다른 사람들은 보
톡스 주입의 좋은 반응은 수술적인 근절개를 예측하게 해
25,26
준다고 주장하였다 . 윤상인두 연하장애에서 보톡스의
사용은 증례보고를 통해 보고되었다. 대개 수술은 전신마
취하에 직시를 통해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노출을 통해
행해졌다. 보톡스의 주입은 윤상인두근의 횡섬유에 해야
되고 하인두수축근의 미부섬유에 해서는 안된다. 합병증
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인두 또는 성대의 주입으로 인한
27
잠재적인 쉰 목소리 또는 기도폐쇄가 있다 .
보톡스 주입의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으며 진정제 투
여없이 근전도를 이용한 경피적 주입법, 근전도와 비디오
투시검사를 활용하는 주입법, 전신마취하에 근전도와 강
직형 식도경을 이용하는 방법, 컴퓨터단층촬영을 사용하
1,27-29
. 근
는 주입법, 현미경하 미세수술 등이 보고되었다
전도를 사용하여 윤상인두근을 찾기 위해서는 바늘을 윤
상갑상막에 경피적 방법으로 통과시키며 이 때 윤상연골
에 연하여 삽입하도록 하며 사선으로 내측을 향하여 진행
시키되 수평축을 유지하도록 한다. 윤상인두근에 바늘이
정확히 삽입되면 환자의 호흡에 맞추어 강직성 근전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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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변화하며 침을 삼키도록 하면 잠시 근전도파의 강도
1
가 감소한다 .
윤상인두근의 보톡스 주입은 일회 주사로 약 6개월간
효과가 지속되며 술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백 단위씩
투여하기도 하나 통상적으로 일회 시술에 10-100 단위의
보톡스를 사용한다. 그러나 보톡스 주입법으로 호전되지
않는 윤상인두 연하장애 환자의 경우는 보톡스가 윤상인
두근에 정확히 주입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상부식도괄약
근의 기능을 위한 세 가지 요소 중 윤상인두근에만 영향
을 주고 후두의 거상과 전방 전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윤상인두 연하장애의 수술적 치료방법 – 윤상인두근
절개술
30

윤상인두근 절개술은 1951년 Kaplan 이 소아마비 후
유증으로 발생한 연하장애 환자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여
보고하였다. 내시경적 윤상인두근 절개술은 1994년에 KTP
레이저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윤상인두 연하
장애 환자에서 윤상인두근 절개술은 73-39%의 치료 성공
율이 보고되고 있으며, 적절한 환자에게 수술하는 것이
31
중요하다 . 수술의 성공적인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요인은
정상적인 연하시작, 적절한 후두와 설근의 상방전위, 연하
시 인두의 추진력, 윤상인두근의 이완 실패를 보여주는
17
영상학적인 또는 압력측정법에 의한 증거가 있다 .
윤상인두근 절개술의 외측접근법은 대개 왼쪽 경부 절
개를 통해 시행된다. 그리나 목의 어느 쪽으로 접근해도
수술이 가능하다. 흉쇄유돌근을 외측으로 당기고 견갑설
골근은 당기거나 분리할 수 있다. 경동맥초를 후외측으로
당기는 동안 인두와 상식도를 노출하기 위해 후두를 전내
측으로 회전시킨다. 그 후 윤상인두근을 점막까지 절개한
다. 외측 접근법은 윤상인두근의 조직 검사를 시행하거나
경부의 시험적 절개가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방법의 합병증은 혈종, 반회신경 손상, 인두 또
1
는 식도에 누공형성 등이 있다 .
전통적인 내시경적 접근방법에서는 환자를 전신마취시
키고 머리를 약간 과신전시킨다. 특별하게 고안된 내시경
또는 게실경을 식도의 근위부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나서
윤상인두근을 후방으로 노출하기 위해 후두를 들어올린
다. 윤상인두근의 정중선을 따라 척추전방 지방조직까지
가른다. 이 절차는 전기소작법, CO2 레이저, 또는 KTP
32-34
레이저를 사용하여 시행해도 된다 . 젠커 게실이 없을
때는, 윤상인두근을 스테이플러를 이용하여 후방에서 잡

을 수 없기 때문에 내시경적으로 봉합 기구의 사용은 불
가능하다. 내시경을 이용한 접근법은 종격동염이 가장 흔
한 합병증으로 종격동으로 천공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
9
여야 한다 . 소단위 임상실험에서 14명의 CO2 레이저 방
법을 이용하여 수술받은 환자를 외측접근법으로 수술받은
8명의 환자와 비교하였다. 젠커 게실이 있는 환자는 제외
하였다. 내시경적으로 치료받은 환자군이 외측접근법과
기능적으로 비슷한 성공적인 수술결과를 보이면서 더 짧
은 수술시간과 입원기간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합병
증 발생비율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외측접근법으로 수술
받은 환자 2명에서 큰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한 명은 내
과적으로 동시이완된 질환 때문에 기관삽관이 오랫동안
필요하여 기관절개술은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인두피부 누
35
공이 발생하였다 .

젠커 게실(Zenker’s diverticulum)의 치료
젠커 게실의 명확한 치료법은 수술이다. 젠커 게실의
정확한 병인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외과의사는 젠커 게실의 효과적인 치료법은 연하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는 근육경련을 멈출 수 있도록 윤상
인두근을 잘라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믿고 있다. 1966년에
젠커 게실과 동반된 윤상인두근 기능이상을 해결하는 데 있
36
어서 윤상인두근 절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
초기에 젠커 게실의 수술적 치료는 개방적 수술로써 시행되
었고 게실젤제술(diverticulectomy)과 게실고정술(diverticulopexy) 또는 게실의 전도(diverticular inversion)를 포
함하였다. 게실절제술의 방법은 Fig. 1과 같다. 게실고정
술에서는 게실 낭의 바닥이 척추전근막 또는 인두근육층
의 위쪽에 고정된다. 낭의 전도는 낭의 경부주위에 쌈지
봉합(purse-string suture)을 시행하고 봉합이 단단히 고
정되게 하여 낭이 전도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들은
낭 안에 잔해의 축적을 막아준다. 개방적 게실절제술은
본래 게실 절제 후에 손으로 꿰매는 봉합을 시행한다. 이
봉합은 목 안 깊은 곳에서는 시행하기 힘들다. 인두로의
누출과 종격동염의 발생은 이 방법의 주된 문제점이다.
봉합 기구의 도입과 함께 외과의사는 낭 제거와 인두 봉
37,38
합을 한번에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Bonavinaemd
은 스테이플러를 이용한 게실절제술과 윤상인두근 절제술
로 치료받은 환자 116명 중에서 1.7%에 해당하는 2명의
39
인두 누출을 보고하였다 . 누출에 대해 보존적으로 치료
하였고 2주 이내에 회복되었다. 94%의 환자에서 48개월
의 평균 관찰기간 동안 불편한 증상이 없거나 명확히 호
JKDS Vol. 2, No. 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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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eps of a transcervical diverticulectomy. (A) Incision line is
drawn. (B) Soft tissues are removed.
The trachea, strap muscles, and thyroid gland are retracted medially, and
the sternocleidomastoid muscle is retracted laterally. After the diverticulum and cricopharyngeus muscle
are identified, a cricopharyngeal myotomy is performed. The diverticulum
is excised and the defect closed with
a purse-string suture (C) or a stapler (D). (Modified from Frint et al.
Cummings Otolaryngology-Head &
Neck Surgery, 5th ed.)

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1917년에 게실과 식도 사이의 공통 벽을 날카롭게 절
40
개하는 내시경적 게실절제술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 이
방법은 1960년에 사망이나 중대한 합볍증 없이 투열요법
을 이용하여 치료한 100명의 환자가 보고되면서 대중화
41
되었다 . 강직형과 굴곡형 내시경을 모두 사용 가능하고
CO2 레이저, KTP/532 레이저, 전기소작기 사용을 포함
하여 다양한 봉합없는 기법이 보고되었다. 이런 기법들은
누출과 종격동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막의 끝을 봉합하는
데 있어 단지 응혈법에 의존한다. 이런 내시경적 기법은
조직을 절개하기 전에 응혈시키고 봉합하는 용도로 초음
파를 사용하게 되면서 확대되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25명의 환자를 치료한 소단위 연구에서 합병증 발생률은
20%였으나 혈종, 천공, 종격동염 또는 사망은 보고되지
42
않았다. 25명 중 단지 1명에서 게실이 재발되었다 . 윤상
인두근 절개술의 변형된 기법과 3 cm 미만의 젠커 게실
을 가진 환자에서 게실의 제거는 점막의 봉합을 통해 마
43
무리 된다 . 점막을 날카롭게 절개한 다음 밑에 윤상인두
근은 절연처리가 되어 있는 캐뉼라 응혈 기구를 이용하여
자른다. 윤상인두근을 자른 다음에는 점막을 단속의 가는
흡수성 봉합사로 봉합한다. 짧은 젠커 게실이 존재하면,
후두경 안에서 낭을 컵그래스퍼(cup grapsper)를 이용하
여 뒤집고 낭 부분을 제거하고 윤상인두근을 노출하기 위
JKDS Vol. 2, No. 2, 2012

해 점막을 제거한다. 근육을 절개하고 점막을 봉합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여 14명의 환자를 치료한 소단위 임상실
험이 보고되었다. 14명의 연하장애 환자 중 12명의 환자
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2명의 환자는 경미한 연하장애가
지속되었다. 수술을 받은 날 환자가 수술부위의 분비물을
견딜 수 있으면, 다음날 퓨레로 만든 식이를 섭취하게 하
고 환자를 퇴원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추적관찰기간을 보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연하장애를 장기간 해소
43
시켜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
1993년에 별개의 두 수술 그룹이 식도게실개구술(esophagodiverticuolstomy)을 하는 내시경적 봉합기를 사용한
44,45
방법을 처음으로 기술하였다 . 봉합기구의 길이와 윤상
인두근의 불완전 절개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3 cm보다
작은 젠커 게실의 치료에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작은 게실을 가진 경우에 윤상인두근 절개술은
레이저 또는 개방적 접근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개방적 접근법과 내시경적 기법을 비교했을 때, 개방적
접근법은 더 높은 합병증 발생률(11.8% vs 5.5%), 높은
사망률(1.6% vs 0.2%), 긴 재원기간(7.6일 vs 1.8일)과
원래의 식사로 돌아가는데 더 긴 기간(4.5일 vs 1.0일)을
보여주었다. 또는 수술시간을 비교했을 때에 내시경적 기
법이 더 짧은 수술 시간(83분 vs 29분)을 나타내었다. 내
시경적 기법 간에 비교를 해보았을 때, ESD방법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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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술법이나 CO2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 짧은 재
원 기간과 구강섭취를 시작하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됨을
보여주었다. 재발률은 개방적 접근법과 내시경적 기법간
에 비슷한 결과(5% vs 6.6%)를 보여주었다. 재발성 젠커
게실의 치료는 개방적 접근법 또는 ESD 방법으로 시행되
었고 비슷한 성공률(＞93%)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젠커
게실을 처음 치료받은 경우와 비슷하게 개방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수술받은 환자에서 높은 합병증 발생률과 긴 병
원 입원기간을 보여주었다. 내시경적 기법의 알려진 장점
에도 불구하고 두 방법 모두 높은 환자 만족률을 보여주었
46
고 환자들은 두 수술 모두 기꺼이 다시 받겠다고 하였다 .

요약
윤상인두근 연하장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매우
드문 질환은 아니다. 윤상인두근 연하장애와 젠커 게실은
치료가 어려울 수 있지만 치료가능한 의학적 문제들이다.
대부분 환자들은 자세한 병력청취, 비디오 투시검사 또는
인두내압검사를 통해 진단될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방법
은 제한적인 역할만을 가진다. 하지만 진단적 보톡스 주
입술은 영구적인 수술적 치료방법 시행 전에 반드시 시행
해야한다. 그리고 내시경적 접근법을 이용하는 윤상인두
근 절제술은 덜 침습적이고, 빠르고 안전한 수술방법으로
개방적 수술방법과 비슷한 성공률을 보여준다. 젠커 게실
의 치료에 있어서 개방적 기법과 비교해서 내시경적 기법
은 짧은 수술 시간, 짧은 재원일, 구강 섭취까지 짧은 시
간뿐만 아니라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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