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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윤상인두근 기능부전에 의한 연하곤란 환자에서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로 확인한 반복적인 풍선확장술 치료효과 증례
보고
심재훈ㆍ김종문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교실

Effect of Repetitive Balloon Dilatation Treatment Confirmed by
High-Resolution Manometry in a Patient with Cricopharyngeal
Dysfunction: A Case Report
Jaehoon Sim, M.D., Jong Moon Kim, M.D.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ngnam, Korea
Cricopharyngeal dysfunction (CPD) has various treatment options, such as balloon dilatation (BD), botulinum toxin
injection, and myotomy of the cricopharyngeal muscle. BD is less invasive, easier to implement, and economical compared to other treatments. In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and mechanism of repeating BDs in patients with CPD
were verified through a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 and high-resolution manometry (HRM). A 44year-old male developed dysphagia after large epidural hemorrhage in the left-brain hemisphere concurrent with
diffuse axonal injury. CPD was confirmed in a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which he first performed 10
weeks after a traumatic brain injury. Repetitive BDs were performed at 11, 12, 15, 18, 40, and 52 weeks after
injury. Before and after the procedure, successive physiological changes were observed by HRM. The UES nadir pressure decreased from 6.4 mmHg to −2.1 mmHg after the first procedure. The pharyngeal residue after swallowing
also decreased below 50% due to relaxation of the upper esophageal sphincter (UES), and the decrease in UES pressure was maintained at 52 weeks. The patient showed improved symptoms and could eat a regular diet. This report
supports repetitive videofluoroscopic guided BDs as a therapeutic option for CPD. (JKDS 2020;10:17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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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운동을 통하여 식도의 열림과 닫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부식도괄약근(upper esophageal sphincter)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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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는 안정 시에는 긴장을 유지하여 식도가 닫혀있다가,

한 치료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는 없었다. 이

삼킴 시에는 인두근육의 수축과 함께 반사적으로 빠르게 이

에 본 증례는 외상성 뇌손상 이후의 윤상인두근 기능이상으

2

완되어 음식물이 식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 윤상인두

로 인한 연하곤란 환자에게서 반복적인 비디오 투시 연하검

근의 기능이상(cricopharyngeal dysfunction)으로 상부식

사 하 풍선확장술을 시행하고, 장기적인 연하곤란 증상의

도괄약근의 과도한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하장애, 영양실

호전 정도를 평가함과 동시에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로 생

3

조, 탈수, 체중저하와 흡인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 윤상

리학적인 변화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인두근의 기능이상은 중추신경계 장애, 신경 근육 질환이나

본 증례보고는 인간대상자의 윤리적 연구이용에 관한 모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을

든 관련기관 및 정부규제를 준수하였으며, 본 병원의 임상

1

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2020-03-039)을 받았다.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윤상인두근의 기능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비
디오 투시 연하검사를 통한 진단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

증례

나 최근에는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high resolution manometry)로 연하장애를 평가하고 그 생리학적 기전을 연구

44세 남자 환자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본원 응급실로 내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는 인두압력

원하였고, 컴퓨터 단층촬영검사 상 확인되는 좌측 측두 두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윤상인두근 기능이상을 정

정골의 선상골절과 함께 좌측 경막외출혈, 경막하출혈 및

4

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윤상인두근의 기능이상은 연하재활치료 외에도 풍선이

소량의 좌측 측뇌실내출혈로 인해 신경외과로 입원하여 개
두술 시행하였다.(Fig. 1A)

나 부지(bougie)를 이용한 확장술, 보툴리눔 독소 주사, 윤

환자는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발병 다음 날부터 병실

상인두근 절개술 등으로 치료한다. 이 중 풍선확장술은 비

내에서 관절 가동범위 운동을 포함한 단순 운동재활치료를

용이 적게 들고, 비침습적으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시행하였으나, 초기 의식 저하된 상태로 연하기능에 대한 평

3,5,6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어 왔다

.

가 및 치료는 시행할 수 없었다. 입원 초기 시행한 기관절개

이전 연구에서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videofluoroscopic

술 이후 저압력커프(low pressure cuff)가 있는 내경 7 mm

swallow study) 상 윤상인두근 기능이상이 확인된 환자에

크기의 기관절개관(Tracoe Twist 301-07; Tracoe Medi-

게서 내시경 하 풍선확장술 시행 후, 18개월 이상까지 효과

cal GmbH, Frankfurt, Germany)이 삽입되어있는 상태였

7

가 유지되었다는 연구도 있으나 , 윤상인두근의 기능이상

으며, 발병 후 한달 째 시행했었던 3 온스 물 삼킴검사에서

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를 통

기도 내 흡인이 의심되어 지속적으로 비위관을 통한 경관영

Fig. 1. (A) Initial brain computed tomography shows a large acute epidural hemorrhage in left, traumatic subarachnoid hamorrhage in basal cisterns and small intraventricular hemorrhage in left lateral ventricle. (B) T2-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s of
brain show small subacute contusional hemorrhage in left superior frontal subcortical white matter and large amount of bilateral
subdural hygromas. (C) Gradient echo magnetic resonance images show diffuse axonal injury lesions in both parietal subcortical
white matter,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and left corpus callo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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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중이었다.

장술은 16 Fr 사이즈의 실리콘 2-way 도뇨관(Fortune

발병 한 달 이후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뚜렷한 뇌

urological catheter; Fortune Medical Instrument Corp.,

간의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양측 대뇌피질 철침착증과

New Taipei City, Taiwan)을 사용하였으며, 비디오 투시

함께 특히 경사 에코 영상에서(gradient eco image) 미만

연하검사 유도 하에 도뇨관을 구강을 통해 삽입하여, 영상

성 축삭손상으로 보이는 다수의 아급성 좌상성 출혈이 좌측

을 확인하며 경추 4-6번을 기준으로 상부식도괄약근에 위

전두엽 및 두정엽의 피질하부 백질과 뇌실주위 백질, 뇌량

치시킨 후 10 cc의 공기를 주입하여 풍선을 약 20 mm 까

에서 확인되었다.(Fig. 1B, C) 또한 양측 전두엽 위치에서

지 부풀린 채 유지하는 방법으로 약 15초씩 1분에 3번, 총

다량의 경막하수종이 발견되어 천두술을 포함한 급성기 치

3분 동안 시행하였다. 상부식도괄약근의 긴장으로 인해 풍

료 이후, 발병 10주차에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하여 본원 재

선이 다시 미끄러져 빠져나오는 경우, 상부식도괄약근을 지

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난 뒤 풍선을 부풀려 견딜수 있는 정도로 당기면서 근육을

고혈압 외 특이 과거력은 없었고, 전과 당시 환자는 생체

8

이완시켰다 .(Fig. 2B)

징후 및 혈액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다. 신경학적 신체

풍선확장술 전과 후,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INSIGHT

검사 상 의식은 명료하였고 인지기능은 한국형 간이정신상

HRM; Sandhill Scientific Instruments, Highlands Ranch,

태 검사상 30점 만점에 15점으로 평가되었다. 뇌신경 기능

Co, USA)를 진행하여 상부식도괄약근 압력의 정량적인 수

평가 상 뇌신경인 설인신경(glossopharyngeal nerve), 미

치 변화를 보았다.(Fig. 3)

주신경(vagus nerve), 부신경(accessory nerve), 설하신경

환자는 입원 중 시행한 발병 후 11, 12, 15, 18째 주의

(hypoglossal nerve)을 포함한 뇌신경 모두 정상소견이었

시술과, 19째 주 퇴원한 이후인 40, 52째 주에 외래에서

다. 환자는 도수근력검사 상 양측 상하지의 근력 모두 3단

시행한 두 번의 시술을 합하여 총 6번의 풍선확장술을 시행

계 이상으로 최소 지지 하 실내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

하였다.(Fig. 4)

다.

발병 후 11주차에 첫 번째 풍선확장술을 시행하기 전 시

재활의학과 전과 당시 약간의 발화 산출이 가능한 상태

행한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에서 상부식도의 최대 압력과

로 젖은 목소리가 동반되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협진 하

이완기 잔여 압력이 각각 214.3 mmHg, 6.4 mmHg에서

시행한 후두경검사 상 양측 성대의 움직임은 정상 소견이었

풍선확장술을 시행 후 146.9 mmHg와 −2.1 mmHg로 뚜

다.

렷하게 감소하였다.(Table 1)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상 고체

발병 후 10주차에 처음 시행한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상

검사식이에서 기도 내 흡인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액체에서

상부식도괄약근에서 이완부전이 관찰되었고, 삼킴 후에도

만 흡인이 관찰되어, 연하보조식이 1단계부터 구강식이를

검사식이가 후두개곡(valleculae)과 조롱박오목(pyriform

시작하였다. 구강식이로 전환하면서 저압력커프가 없는 내경

sinus)에 50% 이상 잔류하였으며, 잔류했던 검사식이가 삼

7 mm 크기의 창문형(fenestrated type) 기관절개관(Tracoe

킴 후에 기도 내로 흡인(post-swallowing aspiration)되는

Twist 304-07; Tracoe Medical GmbH, Frankfurt, Germany)

등 윤상인두근 기능이상이 관찰되었다.(Fig. 2A)

으로 변경하였고, 환자는 이후 3일 간의 코킹훈련(corking

이에 발병 11주차부터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다. 풍선확

training)에도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문제 없이 잘 적응하

Fig. 2. (A) Initial videofluoroscopy
swallow study shows narrowing at
upper esophageal sphincter and retained barium residue in valleculae and pyriform sinus. (B) Balloon
dilatation using 16 Fr foley catheter balloon (dotted circle).
JKDS Vol. 10, No.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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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High resolution manometry prior to the first balloon dilatation shows incomplete relaxation
of upper esophageal sphincter (arrow) and lack of pharyngoesophageal coordination. (B) Follow up
study after 3rd balloon dilatation
shows decreased nadir pressure of
upper esophageal sphincter during
deglutition (arrow head).

Fig. 4. Clinical trial outline of balloon dilatation and high resolution
manometry.
VFSS: videofluoroscopy swallow study,
HRM: high-resolution manometry, BD:
ballooning dilatation.

Table 1. Parameters of videofluoroscopy swallow study and high-resolution manometry.
VFSS
Post
onset
(weeks)

Baseline
1st BD
2nd BD
3rd BD
4th BD
5th BD
6th BD

10
11
12
15
18
40
52

FOIS

1
4
4
5
6
6
6

DRS

4
4
4
3
2
2
2

PAS

8
8
8
3
3
6
8

HRM

PRS

3
3
3
2
2
2
2

UES max Pr.
(mmHg)

UES nadir Pr.
(mmHg)

UES nadir
duration (s)

Pre

Post

Pre

Post

Pre

Post

214.3
144.9
143.6
136.8
139.2
145.4

146.9
107.8
155.9
103.5
151.6
124.5

6.4
4.9
−3.2
−7.2
−2.7
0.0

−2.1
−4.1
−1.7
−5.4
−3.0
0.3

0.4
0.4
0.4
0.4
0.4
0.3

0.3
0.4
0.4
0.4
0.3
0.3

Diet

L-tube feeding
D1
D1
D4
RD
RD
RD

VFSS: videofluoroscopy swallow study, HRM: high-resolution manometry, BD: balloon dilatation, FOIS: functional oral intake scale,
DRS: disability rating scale, PAS: rosenbek penetraton aspiration scale, PRS: pyriform sinus residue score, UES: upper esophageal
sphincter, Pr.: Pressure, L-tube: Levin tube, D1: dysphagia diet level 1, D4: dysphagia diet level 4, RD: regular diet.

여 기관절개관을 제거할 수 있었다.

tration-aspiration scale)와 조롱박오목의 잔여물 점수

발병 12주차에 두 번째 풍선확장술 전 시행한 고해상도

(pyriform sinus residue score)가 각각 3점, 2점으로 평가

식도내압검사에서 다시 상부식도괄약근의 이완기 잔여 압

되었다. 더불어 환자의 임상 증상 역시 호전되어 기능적 구

력이 4.9 mmHg로 높아졌으나 시술 전보다 호전된 상태로,

강 섭취 척도(functional oral intake scale) 가 초기 1단계

두 번째 시술 이후 −4.1 mmHg로 정상범위까지 호전되었
9

의 구강식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5단계로 다양한

다 . 특히 발병 15주차의 세 번째 시술 이후엔 더 이상 비디

성상의 음식으로 전체 구강식이가 가능하나 경화제 사용 등

오 투시 연하검사에서 기도 내 흡인이 관찰되지 않았고, 삼

의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로 호전되었다. 연하장애 평

킴 후 조롱박오목의 잔여물 또한 50% 이하로 줄어들어, 시

가 척도(disability rating scale) 역시, 초기 4단계의 중도

술 전 초기 각각 8점, 3점이었던 투과-흡인 척도(pene-

장애에서 2단계의 경도 장애로 호전되었고, 연하보조식이
JKDS Vol. 10, No.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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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단계로 전환하여 식사할 수 있었다

.

액낭종, 미만성 축삭손상이 확인된 상태로 자연적인 회복과

환자는 발병 18주차의 네 번째 시술에서 호전양상의 확

정을 기대하거나 기존의 전통적인 연하재활치료만으로는

인 이후 19주차에 재활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연하 전기

본 환자에서의 충분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풍선

자극치료 없이 지속적인 연하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타 병원

확장술을 시작하였으며,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 증상을 호전

에서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및 풍선확장술과 그 외에 연하

시키고 그 효과를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기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적인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

풍선확장술은 아직 표준화된 방법은 없으며, 풍선의 직
경과 압력, 확장시간은 시술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크게 의

다.
외래로 내원하여 시행한 40, 52주차의 다섯 번째, 여섯

존하여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증상완화

번째 풍선확장술 시에도 이전 만큼의 윤상인두근 이완 및

에 필요한 최대 풍선의 크기는 성인의 경우 20 mm, 소아의

임상 증상의 호전이 유지되었는데, 40, 52째 주에는 환자가

경우 10 mm로 보고하고 있다. 풍선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

느끼는 증상의 악화는 없었지만 연하검사 중 미량의 기도

인하며 내시경 유도 하 풍선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

내 흡인이 관찰되었다.

경우 환자는 의식 진정하에서 진행하게 되며 시술의 효용성
이 떨어지고, 외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
3

고찰

되었다 . 여러 연구들에서 풍선확장술을 시행하는 방법으
로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하 12-16 Fr의 도뇨관을 삽입하

윤상인두근의 기능이상은 뇌졸중을 포함한 신경계 질환

여 풍선을 경추 4-6번을 기준으로 상부식도괄약근에 위치

환자에게서 5-6%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하장애를 일으키

시키고 약 1-2 atm의 저압력으로 10-20 mm 까지 부풀리

13

는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 윤상인두근 기능이상의

는 것을 15초 동안 한 번 유지시키거나, 총 3분 동안 1분에

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치료의 경우, 주

6번까지 삼킴반사를 유발하며 풍선을 부풀렸다 빼는 방법

사치료를 시행한 이후 이전 연구들에서 43-74% 에서 호전

을 소개하였다

1,14

된 소견을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8,16,17

. 본 증례에서는 상기 다양한 방법 중

. 하지만 효과의 지속

환자가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반복

시간이 대부분 5-6개월로 짧고, 또한 합병증으로 인두근육

적인 풍선확장을 위하여 16 Fr의 도뇨관 풍선을 사용하여

의 마비로 연하장애가 오히려 악화되거나, 독소의 확산으로

약 15초씩 1분에 3번, 총 3분 동안 시행하였고, 상부식도괄

14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외과적 근

약근의 긴장으로 인해 풍선이 다시 미끄러져 빠져나오는 경

절개술은 60% 정도에서 식도내압의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우, 상부식도괄약근을 지난 뒤 풍선을 부풀려 견딜수 있는

장시간 지속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에 따른 음식물의 역

정도로 당기면서 근육을 이완시켰다.

류, 감염, 출혈, 천공, 후두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15

상기 방법으로 윤상인두근 기능이상 환자에게 풍선확장

있다 . 이와 달리 풍선확장술은 전신 마취 없이 시행할 수

술을 시행했을 때 일주일 간격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풍선

있고,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적으며, 효과의 지속시간도

확장술에서 호전의 정도가 가장 뚜렷하여 식도내압검사에

보툴리눔 독소 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고 알려져 있어

서 윤상인두근의 이완을 나타내는 지표인 상부식도괄약근

1,7

9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에서 한계점으

기저압력이 −11-−1 mmHg의 정상범위로 줄었으며 , 또

로 보고되었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시술에 대한 시

한 삼킴 후의 조롱박오목 잔여물이 감소하였다. 이는 기존

도가 없었다는 것과 장기간의 치료 효과를 평가한 결과가

의 연구결과들처럼 풍선확장술이 상부식도괄약근을 이완

10

없었다 . 따라서 본 증례에서는 윤상인두근 환자에게서 비

시켜 조롱박오목 잔여물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디오 투시 연하검사 하 풍선확장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다 .

18

그 효과와 생리학적인 기전을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를 활

발병 후 15째 주의 세 번째 시술 이후, 52째 주 까지도

용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겠다.

상부식도괄약근의 기저압력은 정상범위로 유지되었으며,

본 증례에서의 환자는 특이 과거력 없이 지내오던 자로

환자의 임상증상도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연하식이를 중단

외상성 뇌손상 이후 연하장애가 발생하였으며, 비디오 투시

하고 소량의 액체를 포함한 일반식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되

연하검사상 윤상인두근의 기능이상이 발견되었다. 본 환자

었지만,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초기보

는 연하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발병 초기 영상에서 뇌

다 약한 정도의 윤상인두근 기능이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간의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초기 경막외 출혈

여섯 번까지의 추가적인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다.

과 피질하부 미세출혈이 넓은 범위에서 관찰되고 경막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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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0주째와 52주째의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에서 5 cc

심재훈 외：윤상인두근 기능부전에 의한 연하곤란 환자에서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로 확인한 반복적인 풍선확장술 치료효과 증례 보고

의 액체를 삼키는 중 미량의 기도 내 흡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초기 검사에서 확인되었던 흡인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서 환자의 임상양상은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환
자의 임상증상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식이를 유지할 수는 있
었으나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상 윤상인두근의 기능이상 외
에도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던 삼킴 반사의 지연, 후두의 불
완전한 닫힘이 본 환자에서 부가적인 연하장애의 원인이 되
었음을 시사한다.
본 증례에서는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를 통해 윤상인
두근 기능이상 환자에게서 연하곤란 증상의 생리학적인
변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는 이전 연구에서 상부식도괄약근 압력 측정시 유의한 재
현성(reproducibility)을 확인하였으며, 정상범위는 100150 mmHg, 개인간 가변(intra-individual variability) 표
19,20

준편차는 16.48 mmHg로 보고하였다

. 상부식도괄약근

의 압력을 측정 할 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환자
의 경우 첫 번째 시술 전 초기 상부식도괄약근의 압력이 가
변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상범위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었으
며, 시술 이후 감소의 정도가 크고, 각 시술 전마다 측정한
상부식도괄약근의 압력이 약 10 mmHg 정도의 차이 안에
서 지속적으로 정상범위를 유지한다는 점이 반복적인 풍선
확장술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시술 후
오히려 압력이 조금 증가한 경우도 있었는데, 같은 맥락으
로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의 오차범위에 의한 결과로 여겨
진다. 다만 식도내압검사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본 증례에
서는 시술 전과 후에 여러 번 시행한 후 평균을 구하는 방법
으로 정확성을 높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결론으로, 윤상인두근 기능이상이 동반된 연하장애 환자
의 경우, 반복적인 풍선확장술의 시행은 비침습적으로 임상
증상의 호전과 장기적인 식도내압의 감소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상부식도괄약근의 생리학적인 압력 변화는 고해
상도 식도내압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
가적으로 풍선확장술의 반복 횟수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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