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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Findings in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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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examine the clinical factors and brain lesion locations related to the patterns of dysphagia in stroke patients in
a rehabilitation hospital.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116 stroke patients who underwent a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 between
January 2010 and January 2015 in a rehabilitation hospital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The swallowing-related parameters
were assessed using a VFSS. The brain lesion locations were classified as the cortex, basal ganglia, thalamus, midbrain, pons, medulla, cerebellum, and others (subarachnoid or intraventricular hemorrhage). The ambulation ability was assessed using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ies (FACs). The independence i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the degree of cognitive impairment
were assessed using the Korean versions of the modified Barthel index (K-MBI) and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respectively. After adjusting for the potential confounding factors in multivariate analysis, the odds ratios and confidence intervals
of the stroke brain lesions were calculated and the clinical factors for predicting the VFSS findings were determined.
Results: Among the 116 patients, 35 (27%) had an impaired oral stage and 58 (50%) had aspiration. The impaired oral stage
was associated significantly with the onset time, basal ganglia stroke, dietary and fluid intake methods at the time of the
VFSS, symptoms of dysphagia, FACs, K-MBI, and K-MMSE. Aspiration was correlated with a pontine stroke, methods of dietary and fluid intakes at the time of the VFSS, symptoms of dysphagia, FACs, and K-MBI.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the pontine stroke and methods of dietary and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predicted aspiration after adjusting for the
potential confounding factors. In subgroup analysis of the diet type, the liquid and semisolid aspirations were correlated
with the dietary and fluid intake methods and pontine stroke, respectively.
Conclusion: Patients with a pons lesion stroke, who are on a modified diet (fluid thickening and tube feeding), have higher
risks of aspiration. This provides evidence for precise clinical reasoning in this specific patient group. (JKDS 2019;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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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상 및 방법

뇌졸중 환자에서 연하장애는 흔한 장애이나, 시기에 따
라 유병율의 차이가 크다. 급성 뇌졸중 후 연하장애 유병률
은 19-65%이며, 기도 흡인 발생률은 21-51%로 그 중
33-50% 정도가 무증상 흡인이 관찰되지만, 3개월 후에는
1-6
12% 이하로 기도 흡인은 감소한다 . 뇌졸중 발병 6개월
후에도 6-11%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연하장애의 증상을 보
이며, 비디오 투시 연하 검사(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로는 연하장애가 28-50%까지 확인되었다는
7,8
보고가 있다 . 연하장애는 기도 흡인과 연관이 있고 이는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 등을 발생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므
9
로, 연하곤란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상적인 연하는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가 조화를 이루
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으로 연하반사의 중추인 뇌간에 병변
10
이 있을 때 연하장애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일반적으로 대뇌의 연하중추로 알려진 대뇌 도피질
(insula) 은 운동피질과 연결되어 뇌간에서의 연하반사를
11
변형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른 연구에서는 뇌병변의 위치와 삼킴 곤란의 발생
12,13
률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임상적으
로 뇌졸중 병변의 위치와 연하장애의 관련성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관해서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
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부족한 상태이다.
VFSS는 연하장애 진단의 황금 표준(gold standard)으
로, 뇌졸중 환자에서 VFSS 검사 중 연하장애와 연관된 임
상적 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는, Moon 등이 인지 손
상 정도가 연하의 구강기 손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
고, Jeon 등이 실어증과 한국판 수정바델지수(Korean
version of the modified Barthel index; K-MBI) 점수가
양배꼴동(pyriform sinus) 잔여물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
14,15
였다 . 하지만, 이전 연구들마다 결론이 상이하며 대부분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에
서 연하장애와 관련 있는 임상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
10,14,15
.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병원에 입
원한 뇌졸중 환자들의 뇌병변부위와 인지 기능, 보행 기능,
일상생활활동 정도, 환자 특성 등의 임상적 요인들과 VFSS
로 확인된 연하장애 관련 인자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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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시의 독립재활병
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뇌졸중 환자 중, 주관적 연하곤란
유무와 상관없이 VFSS를 시행한 121명의 차트 검토를 시
행하였다. 이들 중 발병 전 연하장애가 있었던 경우, 인지
저하나 실어증, 실행증 등으로 검사 협조가 어려워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 116명에서 VFSS를 분석하여
연하장애를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대상 환자들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뇌졸중 발병 당시 촬
영한 영상검사를 검토하여 뇌병변부위를 확인하였고, 인지
기능 및 보행 기능, 일상생활활동 정도, 환자 특성 등의 임
상적 요인들을 평가 및 조사하였다. 동일한 환자의 입원시
처음 시행한 VFSS 결과를 분석하여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
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임상연구관리규정을 준수
하고 본 병원의 임상 시험 심사 위원회의 승인[NRC-201502-016]을 받았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발병 후 VFSS 시행
까지 기간(일) 등 3개 문항이었다. 질병 특성은 입원 당시
최근 뇌졸중 발생 기준으로 뇌졸중 유형, 마비 부위, 병변
부위, 검사 당시 식이방법, 검사 당시 수분 섭취방법, 연하
장애의 증상 등 6개 문항이었다.
병변 부위는 컴퓨터 단층촬영 또는 자기공명영상을 보고
뇌졸증의 원인 병변을 대뇌 피질, 기저핵, 시상, 중뇌, 교뇌,
연수, 소뇌로 나누었고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등 따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검사 당시 식이방법은 비경구적으로 비위관 또는 위루
관을 통해 경관유동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경관식이(tube
feeding)로 정의하였으며, 경구식이 중 밥과 보통 반찬으로
식사하는 경우를 일반식이(normal regular diet; NRD)로
분류하고, 일반식이를 제외한 죽 또는 갈거나 다진 반찬으
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연하보조식이(soft blended diet;
SBD)로 나누었다. 검사 당시 수분 섭취방법은 제한이 없는
경우를 자유 수분 섭취(free fluid)로, 빨대나 숟가락으로
적은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 경우를 소량씩 수분 섭취
(small liquid)로, 식품 경화제(thickener)를 섞어 점도를
높힌 경우를 점도변형 수분 섭취(modified liquid)로, 비위
관 또는 위루관으로 수분섭취를 하는 경우를 경관섭취로 분
류하였다.
JKDS Vol. 9, No.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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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보호자에게 병력 청취로 발병 후 음식을 씹을 때
입이나 코로 음식물이 나오거나 저작이 힘든 경우, 식사 중
기침 하거나 호흡곤란을 호소 하는 경우, 식사 후 목소리가
변하거나 폐렴이나 발열이 반복되는 경우 등이 있을 시 연
하장애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FAC, K-MBI, K-MMSE의 검사
임상적 요인 평가를 시행하였고, 첫째로 기능적 보행 수
준을 파악을 위하여 기능적 보행 지수(Functional Ambu16
lation Category; FAC)를 평가하였다 . 둘째로 일상생활
활동 측정을 위한 한국판 수정바델지수(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BI)를 이용하였고, 셋째로
인지기능 평가를 위해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17-19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를 사용하였다 .
위 3가지 평가 모두 VFSS 시행 전 가장 근시일 내에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3) 비디오 투시 연하 검사
Logemann의 것을 일부 변형한 프로토콜에 따라 재활의
학과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시행하였고, 대상자를 검사 의자
에 앉힌 후 정면을 주시하는 자세에서 측면을 투시 촬영하
20
였다 . 검사 식이는 유동식(liquid)과 반고형식(semisolid),
고형식(solid)을 사용하였다. 유동식은 140 g/100 ml의 액
체 바륨(레딕스액Ⓡ, 동인당제약, 경기도, 대한민국)에 3배
의 물을 혼합한 바륨 희석액을 사용했다. 반고형식은 바륨
원액(tomato juice-like viscosity)과 요거트(Puree-like
viscosity)를 검사에 이용하였고, 고형식은 알갱이가 있는
죽과 밥을 사용하였다. 반고형식과 고형식은 각각의 식이
와 바륨 원액을 3:1의 비율로 혼합하여 점도와 재질을 표준
화하였다. 검사는 1) 2 ml 의 바륨 희석액을 주사기를 이용
하여 환자의 입 안으로 주입한 후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삼키도록함; 2) 추가로 검사자의 판단에 따라 바륨 희석액
5 ml 검사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3) 숟가락으로 바륨과
혼합한 요거트, 죽, 밥 5 ml를 순서대로 환자의 입에 넣어
준 후 삼키게 함; 4) 이상의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15
ml의 바륨 희석액을 컵을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마시게 함;
5) 바륨희석액 검사에서 기도 흡인(aspiration)이 있고 요
거트에서 기도 흡인이 없었다면 5 ml의 바륨 원액을 주사
기를 통해서 환자의 입에 머금게 한 후 삼키게 함의 5단계
로 진행하였다. 각각의 모든 검사 과정은 2회씩 반복하였
다.
평가는 구강기와 인두기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구강기에
서는 구순 폐쇄(lip closure), 혀 움직임(tongue movement),
식괴 형성(bolus formation), 저작(mastication), 인두 연
하 전 식괴가 인두로 밀려 내려오는 것(premature bolus
JKDS Vol. 9, No. 1, 2019

loss), 구강 통과 시간(oral transit time) 등을 관찰한 후,
이 중 한 가지 이상에서 손상소견이 있을시 구강기 비정상
10,21
군으로 정의하고, 구강기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었다 .
인두기에서는 침습-흡인척도(Penetration-Aspiration Scale;
PAS)를 이용하여 PAS 1은 정상, PAS 2점에서 5점은 후두
침투만 있는 경우, PAS 6점에서 8점은 기도 흡인이 발생한
22
경우로 정의하였다 . 각 대상자의 PAS 점수는 VFSS를 시
행한 식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PAS 6-8점은 흡
15
인군으로 나머지를 비흡인군으로 분류하였다 .
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VFSS를 평가하여 확인한 구강기와 인두
기의 정상군과 비정상군 각각의 두 군내에서 성별, 뇌졸중
유형, 마비 부위, 병변 부위, 검사 당시 식이방법, 검사 당시
수분 섭취방법, 연하장애의 증상의 비교에는 카이제곱 검정
(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고, 정상군과 비정상 두 군간
연령, 발병 후 VFSS 시행까지 기간, FAC, K-MBI, K-MMSE의
비교에는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
23,24
였다 . 단변량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
들만을 포함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각각의 교차비와
25
95% 신뢰구간을 구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 변수데이터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기하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은 SPSS 윈도우
버전 20.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총 116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남자는 72
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35±13.7세였으며, 발병일부터 VFSS 검사까지의 평균
값은 263.02±569.54일이었다. 허혈성 뇌졸중은 67명으로
전체의 57.8%이고, 좌측 편마비 환자 44명, 우측 편마비
32명, 양측 40명이며, 뇌졸중 병변 부위는 대뇌 피질 51명,
기저핵 29명, 시상 16명, 중뇌 11명, 교뇌 18명, 연수 1명,
소뇌 14명, 기타 25명으로 확인되었다. VFSS 검사 당시 식
이방법의 분포는 일반식이 59명, 연하보조식이 21명이 었
으며, VFSS 검사 당시 수분 섭취는 자유 수분 섭취 29명,
소량씩 수분 섭취 24명, 점도변형 수분 섭취 27명이었고,
경관식이는 36명으로 전체 환자의 31%를 차지하였다. 검
사시 전체 환자의 72.4%인 84명이 연하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전체 대상자의 FAC의 평균은 1.12±1.07점이었고,
K-MBI의 평균은 30.47±27.37점, K-MMSE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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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0.37점이었다.(Table 1)
구강기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인 환자는 35명(30.2%)으
로 정상소견을 보인 환자보다 평균 연령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65.71±13.28 vs. 65.20±14.05 years, P=
0.866). 하지만 구강기 비정상군은 정상군에 비해 발병 후
VFSS 시행까지 기간이 길었으며(439.20±950.61 vs.
186.89±250.57 days, P=0.035), 전체 병변 중 기저핵병변
을 가진환자의 비율이 높았다(37.1% vs. 19.8%, P=
0.047). 검사 당시 식이방법에서 구강기 비정상군을 구강
기 정상군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식이(25.7% vs. 61.7%)와
연하보조식이(17.1% vs. 18.5%)를 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적었고, 경관식이(57.1% vs. 19.85)를 하는 환자의 비율은
높았다(P＜0.001). 검사 당시 수분 섭취방법에서도 다른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116 patients.
Age, years, mean±SD
63.35±13.77
Sex, male (%)
72 (63.8)
Interval between onset of stroke
263.02±569.54
and VFSS, days, mean±SD
Stroke type, infarction (%)
67 (57.8)
Laterality (right/left/both) (%)
44 (37.9)/32 (27.6)/40 (34.5)
Brain lesion of stroke* (%)
Cortex
51 (44.0)
Basal ganglia
29 (25.0)
Thalamus
16 (13.8)
Midbrain
11 (9.5)
Pons
18 (15.5)
Medulla
1 (0.9)
Cerebellum
14 (12.1)
Other
25 (21.6)
Method of dietary intake at the time of VFSS (%)
Normal regular diet
59 (50.9)
Soft blended diet
21 (18.1)
Tube feeding
36 (31.0)
Method of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
Free fluid
29 (25.0)
Small liquid
24 (20.7)
Modified liquid
27 (23.3)
Tube feeding
36 (31.0)
Symptoms of Dysphagia (%)
84 (72.4)
FAC, mean±SD
1.12±1.07
K-MBI, mean±SD
30.47±27.37
K-MMSE, mean±SD
14.55±10.37
*Number of patients with combined infarction in the referring
brain lesion.
FAC: 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 K-MBI: 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MSE: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SD: standard deviation, VFSS: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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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들보다 경관식하는 비율이 구강기 비정상군에서 정상
군보다 높았다(57.1% vs. 19.8%, P＜0.001). 임상적 요인
평가인 FAC (0.66±0.639 vs. 1.32±1.16 points, P=
0.004)와 K-MBI (14.46±17.50 vs. 37.40±28.04 points,
P＜0.001), K-MMSE (8.03±9.02 vs. 17.37±9.66 points,
P＜0.001) 세가지 검사 모두에서 구강기 비정상군이 정상
군에 비해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뇌졸중 유형(P=0.930)과 마비 부위(P=0.134)는 구
강기의 손상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Table 2)
인두기의 기도 흡인군은 VFSS 결과 58명으로 전체 대
상자의 50%로 확인되었다. 흡인군은 비흡인군에 비해 교
뇌 병변을 가진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으며(24.1% vs. 6.9%,
P=0.010), 검사 당시 식이방법과 수분 섭취 방법에서도 일
반식이나 자유 수분 섭취보다는 경관식이의 비율이 높았고
(P＜0.001), 연하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다
(86.2% vs. 58.6%, P=0.001). 흡인군은 비흡인군보다
FAC (0.88±1.06 vs. 1.36±1.04 points, P=0.003)와
K-MBI (25.03±27.78 vs. 35.91±26.07 points, P=0.012)
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고, K-MMSE 점수(12.76±10.51
vs. 16.34±10.00 points, P=0.071)에서도 평균값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기의 손상여부와
마찬가지로 흡인유무에서도 뇌졸중 유형(P=0.573)과 마비
부위(P=0.224)와의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3)
VFSS검사 중 흡인 유무를 유동식, 반고형식, 고형식으로
분류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우선 유동식 검사에서는 흡인
이 58명(50%)이었고, 흡인군이 비 흡인군에 비해 전체병변
중 교뇌병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22.4% vs.
8.6%, P=0.040), 검사 당시 식이방법 및 수분 섭취방법에
서 경관식이의 비율이 높았다(P＜0.001, Table 4). 흡인군
은 비흡인군보다 연하증상 호소가 많았으며(86.2% vs.
58.6%, P=0.001), FAC (0.84±1.02 vs. 1.40±1.06
points, P=0.001)와 K-MBI (24.48±27.20 vs. 36.47±
26.432 points, P=0.007), K-MMSE (12.62±10.53 vs.
16.48±9.92 points, P=0.058)의 점수가 모두 낮았지만
FAC와 K-MBI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고형식 검사의 경우, 흡인군이 26명(22.4%)이고, 흡인
군이 비 흡인군보다 발병 후 VFSS 시행까지 기간이 길었다
(430.50±958.26 vs. 214.63±388.12 days, P=0.045). 유
동식과 마찬가지로 흡인군에서 교뇌병변이 전체 병변 중 차
지하는 비율이 높았고(34.6% vs. 10.0%, P=0.002), 검사
당시 식이방법 및 수분 섭취방법에서도 경관식의 비율이 높
았으며(P＜0.001),(Table 4) 연하장애증상을 호소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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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between oral stage intact group and impaired group.
Imparied Oral stage
Number (%)
Age, years, mean±SD
Sex, male (%)
Interval between onset of stroke and VFSS, days, mean±SD
Stroke type, infarction (%)
Laterality (%)
Right hemispheric lesion
Left hemispheric lesion
Both lesion
Brain lesion of stroke_BG (%)
Brain lesion of stroke_Pons (%)
Method of dietary intake at the time of VFSS (%)
Normal regular diet
Soft blended diet
Tube feeding
Method of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
Free fluid
Small liquid
Modified liquid
Tube feeding
Symptoms of Dysphagia (%)
FAC, mean±SD
K-MBI, mean±SD
K-MMSE, mean±SD

35 (30.2)
65.71±13.281
22 (26.9)
439.20±950.61
20 (57.1)
10
13
12
13
5

(28.6)
(37.1)
(34.3)
(37.1)
(14.3)

Intact Oral stage
81 (69.8)
65.20±14.049
52 (64.2)
186.89±250.57
47 (58.0)
34
18
29
16
13

P

0.866
0.890
0.035
0.930

(42.0)
(22.2)
(35.8)
(19.8)
(16.0)

0.134

9 (25.7)
6 (17.1)
20 (57.1)

50 (61.7)
15 (18.5)
16 (19.8)

＜0.001

2 (5.7)
5 (7.2)
8 (22.9)
20 (57.1)
32 (91.4)
0.66±0.639
14.46±17.50
8.03±9.02

27 (33.3)
19 (23.5)
19 (23.5)
16 (19.8)
52 (64.2)
1.32±1.16
37.40±28.04
17.37±9.66

＜0.001

0.047
0.810

0.003
0.004
＜0.001
＜0.001

FAC: 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 K-MBI: 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MSE: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SD: standard deviation, VFSS: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율 또한 높았다(92.3% vs. 66.7%, P=0.010). 임상 평가에
서는 FAC (0.69±0.79 vs. 1.24±1.12 points, P=0.018)와
K-MBI (15.77±20.15 vs. 34.72±27.80 points, P=0.001),
K-MMSE (9.73±10.36 vs. 15.94±10.00 points, P=0.013)
세 검사 모두에서 흡인군이 비흡인군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
으며, 유동식과 달리 K-MMSE에서도 흡인과 비흡인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형식 검사에서는 흡인군이 19명(16.4%)으로, 반고형
식 검사와 마찬가지로, 발병 후 VFSS 시행까지 기간
(554.84±1101.97 vs. 205.86±375.14 days, P=0.002),
교뇌병변(31.6% vs. 12.4%, P=0.034), 검사 당시 식이방
법(P＜0.001)과 수분 섭취방법(P＜0.001),(Table 4) 연하
장애의 증상(100% vs. 67.0%, P=0.003), FAC (0.53±0.61
vs. 1.24±1.11 points, P=0.006), K-MBI (12.53±16.60
vs. 33.99±27.74 points, P=0.001), K-MMSE (9.68±10.15
vs. 15.51±10.19 points, P=0.044)에서 흡인군과 비흡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유동식과 반고형식
과 달리 고형식의 흡인군은 비흡인군에 비해 전체 병변 중
JKDS Vol. 9, No. 1, 2019

기저핵 병변을 가진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5.3% vs.
96.6%, P=0.030).
다변량 분석은 단변량 분석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만을 포함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변량 분석
결과, VFSS전체 식이 검사에 대한 인두기의 흡인여부에서
는 교뇌병변, 검사 당시 식이방법, 검사 당시 수분 섭취방
법, 연하장애의 증상, FAC, K-MBI 항목을 보정하였고 흡인
군와 연관성이 있었던 항목은 교뇌병변(OR, 5.162; 95%
CI, 1.197-22.263, P=0.028), 검사 당시 식이방법 중 일반
식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관식이를 하는 경우(OR, 21.753;
95% CI, 3.272-144.623, P=0.001)와 검사 당시 수분 섭취
방법 중 자유 수분 섭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도변형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OR, 5.082; 95% CI, 1.057-24.432, P=
0.042)로 확인되었다. 유동식 항목들만 세부 분석한 결과,
교뇌병변, 검사 당시 식이방법, 검사 당시 수분 섭취방법,
연하장애의 증상, FAC, K-MBI 항목을 보정하였고, 유동식
흡인군과 연관성이 있었던 항목은 검사 당시 식이방법 중
일반식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관식이를 하는 경우(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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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between aspiration and no aspiration group.
Aspiration
Number
Age, years, mean±SD
Sex, male (%)
Interval between onset of stroke and VFSS, days, mean±SD
Stroke type, infarction (%)
Laterality (%)
Right hemispheric lesion
Left hemispheric lesion
Both lesion
Brain lesion of stroke_Basal ganglia (%)
Brain lesion of stroke_Pons (%)
Method of dietary intake at the time of VFSS (%)
Normal regular diet
Soft blended diet
Tube feeding
Method of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
Free fluid
Small liquid
Modified liquid
Tube feeding
Symptoms of Dysphagia (%)
FAC, mean±SD
K-MBI, mean±SD
K-MMSE, mean±SD

58 (50)
65.76±13.693
39 (52.7)
288.43±656.88
32 (55.2)
23
12
23
12
14

(39.7)
(20.7)
(39.7)
(20.7)
(24.1)

No Aspiration
58 (50)
64.95±13.95
35 (47.3)
237.60±470.79
35 (60.3)
21
20
17
17
4

(36.2)
(34.5)
(29.3)
(29.3)
(6.9)

P

0.732
0.440
0.248
0.573
0.224

0.284
0.010

20 (34.5)
8 (13.8)
30 (51.7)

39 (67.2)
13 (22.4)
6 (10.3)

＜0.001

6 (10.3)
7 (12.1)
15 (25.9)
30 (51.7)
50 (86.2)
0.88±1.06
25.03±27.78
12.76±10.51

23 (39.7)
17 (29.3)
12 (20.7)
6 (10.3)
34 (58.6)
1.36±1.04
35.91±26.07
16.34±10.00

＜0.001

0.001
0.003
0.012
0.071

FAC: 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 K-MBI: 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MSE: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SD: standard deviation, VFSS: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27.089; 95% CI, 3.989-183.960, P=0.001)와 검사 당시
수분 섭취방법 중 자유 수분 섭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도
변형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OR, 6.982; 95% CI, 1.39634.925, P=0.018) 였으며, 반고형식의 경우, 발병 후 VFSS
시행까지 기간, 교뇌병변, 검사 당시 식이방법, 검사 당시
수분섭취 방법, 연하장애의 증상, FAC, K-MBI, K-MMSE를
보정하여 교뇌병변이 반고형식 흡인군과 연관성이 있었다
(OR, 5.608; 95% CI, 1.482-21.222, P=0.011).(Table 5) 비
정상 구강기와 인두기의 고형식 흡인군의 경우, 다변량 분
석을 사용하여 보정한 결과, 연관성 있는 인자가 없었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재활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들의 병변
부위 및 임상적 요인들과 VFSS로 확인된 연하장애와 관련
있는 인자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흡인군은 비흡
인군보다 교뇌 병변이 전체 병변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검사 당시 식이방법을 일반식보다 경관식이로, 수분섭취를

자유 수분 섭취보다 점도변형 수분 섭취로 하는 경향을 보
였다.
뇌졸중은 연하장애를 유발하는 신경계질환 중 가장 흔한
원인질환으로, 연하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탈수
및 영양실조와 호흡기계 질환의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고 사
망률이 높으며, 긴 입원기간과 낮은 기능적 회복력을 보인
26,27
다 . 재활병동 입원기 환자들의 임상평가와 VFSS를 사
28-30
용하여 평가한 연하장애 유병률은 28-59%에 이른다 .
흡인이 관찰된 경우는 30%였고 이 중 무증상 흡인이 50%
31
였다 .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총 116명의 뇌졸중
환자 중 연하장애 증상을 보인 환자는 84명으로 전체의
72.4%이며, VFSS 검사결과 구강기 장애가 있는 환자는 35
명(30.2%), 흡인을 보인 대상자는 58명(50%)으로 이전연
구보다 연하장애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의식저하 또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심한 경우, 심한 실어증
나 실행증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연하장애의 비율이 낮아야 하나, 입원시 연하의
불편감이 없어 환자나 보호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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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urrent diet according to result of liquid, semisolid and solid aspiration.
Aspiration
Liquid, n (%)
Method of dietary intake at the time of VFSS (%)
Normal regular diet
Soft blended diet
Tube feeding
Method of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
Free fluid
Small liquid
Modified liquid
Tube feeding
Semisolid, n (%)
Method of dietary intake at the time of VFSS (%)
Normal regular diet
Soft blended diet
Tube feeding
Method of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
Free fluid
Small liquid
Modified liquid
Tube feeding
Solid, n (%)
Method of dietary intake at the time of VFSS (%)
Normal regular diet
Soft blended diet
Tube feeding
Method of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
Free fluid
Small liquid
Modified liquid
Tube feeding

No Aspiration

P

58 (50)

58 (50)

20 (34.5)
8 (13.8)
30 (51.7)

39 (67.2)
13 (22.4)
6 (10.3)

＜0.001

5
8
15
30
26

24
16
12
6
90

(41.4)
(27.6)
(20.7)
(10.3)
(77.6)

＜0.001

5 (19.2)
3 (11.5)
18 (69.2)

54 (60.0)
18 (20.0)
18 (20.0)

＜0.001

2
2
4
18
19

27
22
23
18
97

(30.0)
(24.4)
(25.6)
(20.0)
(83.6)

＜0.001

1 (5.3)
3 (15.8)
15 (78.9)

58 (59.8)
18 (18.6)
21 (21.6)

＜0.001

0
1
3
15

29
23
24
21

＜0.001

(8.6)
(13.8)
(25.9)
(51.7)
(22.4)

(7.7)
(7.7)
(15.4)
(69.2)
(16.4)

(0.0)
(5.3)
(11.1)
(78.9)

(29.9)
(23.7)
(24.7)
(21.6)

N: number, VFSS: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뇌졸중 병변의 양상과 연하장애의 연관성을 보면 일반적
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허혈성 뇌졸중보다 심각한 연하장애
를 일으키고, 양측 대뇌반구 또는 우성측 대뇌반구의 뇌졸
중의 경우 연하장애의 유병율이 높고 정도가 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나,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는 상태이
다9,32,33. 이번 연구에서는 경색 및 출혈로 분류되었던 뇌졸
중 유형과 좌측, 우측, 양측으로 나뉘었던 마비 부위가 연하
장애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는 Carol A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34.(Table 2, 3)
연하 반사의 중추는 뇌간이나, 이 부위 운동 신경핵을 자
극시 연하에 관련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지만, 연하반사가
완성되지는 않는다35. 이는 연하의 수의적인 구강기와 인두
기의 시작에 있어서 대뇌피질의 역할이 중요하고, 연하 반
JKDS Vol. 9, No. 1, 2019

응을 변형시키고 통합하는 부분에서는 대뇌피질과 시상 및
기저핵 등의 피질하부위가 피질뇌간로(corticobulbar tract)
를 형성하여 관여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뇌병
변의 위치에 따른 기능 이상과 그에 따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11,35. Daniels 등은 기도 흡인의 예측에 있어 뇌병
변의 크기 또는 좌우 뇌병변보다는 뇌병변의 위치가 중요하
다고 기술하였다3.
뇌졸중 환자의 뇌병변 부위에 따른 구강기 평가 결과, 이
전 연구들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Jeon 등은 총 178명의 대상자를 피질, 피질하부위, 뇌간으
로 분류하여 비교하였고 그 결과 병변의 위치와 구강기 장
애의 연관성이 없었으며, Moon 등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로 뇌병변 부위를 전두엽, 두정엽 및 측두엽 피질, 피질하부
위, 교뇌, 연수, 소뇌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구강기 장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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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ffecting aspiration : multivariate prediction models.
Parameters
PAS_total
Pons
Method of dietary intake at the time of VFSS
Normal regular diet
Tube feeding
Method of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Free fluid
Modified liquid
PAS_liquid
Method of dietary intake at the time of VFSS
Normal regular diet
Tube feeding
Method of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Free fluid
Modified liquid
PAS_semisolid
Pons

OR

95% CI

P

5.162

1.197-22.263

0.028*

ref
21.753

ref
3.272-144.623

ref
0.001*

ref
5.082

ref
1.057-24.432

ref
0.042*

ref
27.089

ref
3.989-183.960

ref
0.001†

ref
6.982

ref
1.396-34.925

ref
0.018†

5.608

1.482-21.222

0.011§

P-values were calculated b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for Brain lesion of stroke_Pons, Method of dietary intake at the time of VFSS, Method of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
Symptoms of Dysphagia, FAC and K-MBI. Adjusted for Brain lesion of stroke_Pons, Method of dietary intake at the time of VFSS,
Method of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Symptoms of Dysphagia, FAC and K-MBI. §Adjusted for Interval between onset of stroke
and VFSS, Brain lesion of stroke_Pons, Method of dietary intake at the time of VFSS, Method of fluid intake at the time of VFSS,
Symptoms of Dysphagia, FAC, K-MBI and K-MMSE.
CI: Confidence interval, K-MBI: 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MSE: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OR: Odds ratio.
14,15

관련된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 하지만 Lee 등은 총 272
명의 뇌졸중 환자를 좌측 대뇌반구, 우측 대뇌반구, 뇌간,
소뇌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소뇌경색환자들에서 구강기 연
하장애 중 하나인 구강 이동 장애가 유의하게 많이 관찰되
36
었다 . 본 연구에서도 이전 연구와 달리, 단변량 분석결과
구강기 장애에서 기저핵 병변과의 연관성을 확인 하였다.
이는 기저핵 손상이 피질뇌간로에 영향을 주어 구강의 운동
조절작용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두기 연하장애에서는 흡인이 연수 병변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이전의 보고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식
이를 검사한 결과와 그 중 반고형식만을 세분화 하여 분석
한 결과, 흡인군에서 전체 병변 중 교뇌병변의 환자의 비율
이 높았다.(Table 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 중 연수병변이 총 1명으로 적은 수가 포함되어, 연수
병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고, 교뇌는 바로 연수와
맞붙어 있어 대뇌로 올라가는 피질뇌간로의 길목일 것이므
14
로 흡인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Moon 등은 뇌병변 환자들의 구강기 장애와 K-MMSE 총

점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단변량 분석
결과에서 구강기 장애와 저작이 필요한 반고형식 및 고형식
14
흡인유무가 K-MMSE 총점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하지만 다변량 분석결과, Jeon 등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15
K-MMSE 총점과 관련있는 연하장애 인자가 없었다 . 그
원인으로는 K-MMSE가 평가 할 수 있는 인지의 항목이 제
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피질뇌간로의 병변이 있
는 가성 구마비(pseudobulbar palsy)에 의한 연하장애는
기침이나 수의적 연하 작용이 감소되어 있으며, 아울러 지
남력, 집중력, 판단력의 인지 장애로 연하장애가 동반되는
데, K-MMSE는 전두엽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이 부족하여
37-39
판단력등을 평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Jeon 등은 아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K-MBI 점수와 구강
기 장애와 흡인 유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일상생활 활동을 측정하는 K-MBI 점수와
관련있는 연하장애 인자를 확인 할 수 없어 이전 연구와
15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 또한 K-MBI 점수와 마찬가지로
기능적 보행 수준을 파악하는 FAC 점수도 연하장애 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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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K-MBI와 FAC 검
사는 환자의 근력, 경직, 인지 등의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
전반적 기능이나 활동 수준을 평가하므로, 개별 항목의 손
상이 다른 항목으로 보상되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추후 연구로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가 필요
하겠다.
식이변형은 가장 중요하고 흔히 쓰이는 연하장애의 치료
방법으로, 연하장애 검사 후 구강 섭취가 가능하다고 확인
되면 환자에게 적합한 식이의 점도와 텍스쳐를 조절하여 준
40
다 . 일반적으로 점도가 묽을수록 구강과 인두에서 음식물
의 조절이 어려워 흡인이 쉽게 일어나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동식은 58명(50%), 반고형식은 26명(22.4%), 고형식은
19명(16.4%)의 환자에서 흡인이 보여 이전 연구와 같은 추
40
세를 보였다 .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급성기 재활병동 퇴
원 후 재활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로, VFSS 검사시 이미 이
전병원 검사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식이 변형 및 경관식이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 현재 식이에서 식이변형
또는 경관식이를 시행하고 있는 환자가 흡인과 관련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결과를 통해 재활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이미 식이변형 및 경관식이를 시행하고 있고 식이 상향을
원할 경우, VFSS 검사를 시행하여 흡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연구들에서는 뇌병변의 위치를 피
질하병변, 뇌간 등으로 그룹화하여 분석했던 것과 달리, 이
번 연구에서는 피질하병변을 시상과 기저핵으로, 뇌간을 중
뇌, 교뇌, 연수로 나누어 각각을 분석하였지만 대뇌의 영역
을 세분화 하지는 못했다. 대뇌 도피질은 운동 피질 및 피
질밑 부위와 연결된 후 시상으로 내려와 뇌간의 연하반사를
변형시키고 통합하여 연하와 관련된 안면, 저작근, 혀의 조
화로운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
고. 전방 대뇌 도피질 병변을 가진 환자군에서는 기도흡인
11,41
및 인두기 삼킴지연이 관찰되었다 . 하지만 아직까지 대
뇌가 연하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규명되지는
않았으므로 좀더 구체적인 뇌병변의 위치 구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116명의 대상자 중 연수병변
이 1명 밖에 참여하지 못하여 뇌병변의 양상과 위치에 따른
환자군의 분포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뇌졸중 후 인지 장애
나 실행증 등 명령의 수행이 어려운 환자들을 제외하여 상
대적으로 뇌졸중 후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연하장애 양상
을 비교할 수 없었다. 또한, 연하장애 증상이 없어 환자와
보호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
므로 표본의 선택 편의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다수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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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다중병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특정 병변
과 연하장애 인자와의 관련성을 보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VFSS, K-MMSE, K-MBI, FAC 등의 검사가 여러명의 검사
자들을 통해 평가되어 검사자간 편차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
해 향후 대규모 표본을 이용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결론
재활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 중 교뇌병변이 있거나,
현재 식이에서 식이변형 또는 경관식이를 시행하고 있는 경
우 VFSS 검사 상 흡인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상기 환자군에서 치료 지침 설정 시, 연하장애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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