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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Dysphagia is a major complication of stroke and causes serious problems, such as lung aspiration.
Previous reviews of dysphagia treatments for stroke were limited due to a dearth of available studies. More trials
have been published recently warranting a re-examination of the evidence. The purpose of this systematic review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for dysphagia in adults following stroke.

Methods: The PRISMA Statement with a 27-item checklist was used as a general guide to conduct and report
a quality systematic review. Five electronic databases were searched f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published in English between 2008 and 2017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dysphagia interventions
following stroke. The search terms were entered by combining the keywords related to dysphagia, stroke,
interventions, a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esults: Fifteen articles were included; the most commonly used interventions wer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4 articles),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4 articles), and Pharyngeal electrical stimulation
(4 articles).
Conclusion: This review provides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for people with dysphagia
following stroke, but there were some mixed results. The heterogeneity of the outcome measures as well
as the mixed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JKDS 2019;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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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곤란의 빈번한 발생에도 불구하고 치료 방법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임상 연구에서
1,4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 그러나 연하곤란에 대한 최
근의 임상 연구들은 기능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중
5
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최근
연구들은 신경가소성과 피질 재조직화의 역할이 삼킴 회복
에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신경 자극 기술이 자연적인 회복
처리과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증가된 관심을 보이고 있
다. 그 결과, 신경가소성을 촉진하여 삼킴 기능을 개선하고
연하곤란과 관련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Neurostimulation
Techniques (신경 자극 기술)이 이용 가능해졌고, 삼키는
근육에 대한 직접적인 피질 자극을 통해 삼킴 기능이 향상
1
됨을 보인 연구도 있다 . 연구들은 말초 신경의 감각과 운
동 자극은 연하곤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호흡 근육을
강화시키는 기술은 기침 효과를 개선하고 흡인 위험을 줄일
6
수 있음을 밝혔다 .
연하곤란의 중재에는 기능적 자기자극(Functional Magnetic
Stimulation, FMS), 신경근육 전기자극(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NMES), 그리고 반복적 경두개 자
기자극(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가 있다. FMS는 자기자극을 말초신경이나 근육에 자
극하는 비침습적인 자극 요법이다. FMS는 전류를 코일에
가해 수직 자기장을 발생시켜 신경과 근육을 선택적으로 자
극하는 신체 내 와류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FMS의 원리
는 전기 자극의 원리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FMS는 자극의 깊이와 범위가 크며 통증이 적고 부작용이
7
거의 없다 .
NMES는 표면 전극을 사용하여 근육에 전기 자극을 전달
하여 응용 영역 내에서 신경 섬유의 탈분극에 의한 근육
8
수축을 유발한다 . 그리고 환자가 인두에서 인근 근육을 사
용하여 연하 운동을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패턴 활동을
하도록 환자를 재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신경근 자극
방법이다. NMES는 모든 병인에서 인두 기능 장애를 치료
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중 채널 전기 요법 시스템으로
근육 조직의 자극을 위해 목의 하나 또는 여러 부위에 부착
9
시킨다 .
rTMS는 급속하게 떠오르는 신경 재활 기술이다. rTMS
는 뇌졸중 후 사지 운동 기능, 언어 기능, 삼킴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rTMS는 뇌졸중 후 연하곤란 치료법으로 제
안되고, 뇌 활동을 조절하여 전자기 유도를 사용해서 생리
적 변화를 유도하는 비침습적 기술이다. rTMS의 장점은 환
자가 치료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
자의 순응도 및 지시 사항 이해 수준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

10

하다 .
이처럼 최근에, 뇌졸중 이후 연하곤란의 효과적인 중재
방법에 대해 재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들이 새롭게 발표
되었다. 이는 2007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으며, 추후 수준 높
11
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 따라서 이 체계적 고찰
의 목적은 2007년의 기존연구를 최신화 하고, 뇌졸중 이후
연하곤란에서 회복 중인 성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중재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연하장애 치료에 대한 연
구들을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체크리스트(27가지 항목)와
12
흐름도를 이용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
2. 문헌 검색전략
1)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어

문헌검색은 2018년 3월 22일부터 1주일 이내에 이루어
졌으며,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뇌졸중 후 연하곤란 중재에 관한 무
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를 포함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Medline, CINAHL, COCHRANE, OT SEEKER
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검색어는 다음과 같다: (“dysphagia”
OR “deglutition disorder” OR “swallowing disorder”)
AND (“Stroke” OR “CVA” OR “Cerebrovascular accident”
OR “vascular accident”) AND (“Intervention” OR “Therapy”
OR “Treatment” OR “Program” OR “Strategy”) A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2) 포함기준 및 배제기준
성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연하장애 치료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 영어로 쓰인 논문, 위의 검색어를 포함한 연
구, 전문보기가 가능한 연구, 무작위 통제 대조군 연구
(RCTs)를 포함기준으로 정하였다. 반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프로토콜연구, 연하장애에 대한 중재가 없는 연구는
제외하였다.
3. 문헌선택과정
문헌의 수집과 선별은 3명의 저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 후 진행하였다. 의견의 불일치가 생길 경우 의견 일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선정기준과 연구를 재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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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합의점을 찾았다. 포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는 1차로
제목과 초록으로 검토하여 제거하고 포함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2차로 본문검토를 통해 선별하였고 최종적으
로 PEDro scale로 5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문헌은 추가적
으로 제외시켰다.

점은 아주 높은 질적 수준을 가진 문헌임을 의미한다 .
선별된 문헌을 3명의 저자들이 각자 점수를 매긴 후 교차
비교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
을 찾았다.

4. 문헌의 질 평가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문헌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중재방법
을 분류하였다. 중재방법의 분류는 많이 사용된 빈도수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저자들이 독립적으로 분
석한 후 의견의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논의하고 재분석하였
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문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PEDro) scale을 사용하
13
였다 . PEDro scale은 재활의학 문헌에서 폭넓게 사용되
는 기준이며 근거중심치료를 위해 개발된 도구로 문헌의 외
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고 치료법 중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총 11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점을, 해당하지 않거나 불확실
한 경우 0점을 준다. 총점은 1번 항목을 제외하고 매기므로
13,14
10점이다 . 점수기준은 3점 이하일 경우 낮은 질적 수준,
4-5점은 중등도의 질적 수준, 6-8점은 높은 질적 수준, 9-10

5. 분석방법

결과
1.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
검색은 5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1392건이었고 1차
로 초록을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1244편을 제거하고 확인

Fig. 1. PRISMA Flow diagram for
literature search and study inclu
sion.
JKDS Vol. 9, No.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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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부분은 2차로 본문을 통해 131편의 논문을 제거
하여 17편의 논문을 확인하였다.(Figure 1) 추가로 PEDro
scale를 통해 5점 이하 점수의 2편을 제외하여 최종 논문은
15편이었다.(Table 1) 최종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모두 무
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였고 참여한 대상자수는 12 명에서
126명이었다. 개제된 년도는 최근 5년이 10편으로 더 많았
다.(Table 2)

3. 연하중재 특성
연하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된 15 개의 문헌
에는 여러 중재방법이 포함되었다. 중재는 뇌졸중 발병 6개
월 이내부터 36개월까지 다양한 시점에서 시작되거나 언급
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 치료 세션은 1회에서 20회였고
주기는 하루에서 4주까지였다. 분석된 중재 방법 수는 7가
지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중재방법은 경두개 자기자극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4편, 신경근
전기자극(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NMES)
4편, 인두 전기자극(Pharyngeal electrical stimulation,
PES) 3편순이었다. 평가방법으로는 VFSS를 이용한 연구가
8편, Penetration Aspiration scale (PAS)를 이용한 연구가
4편으로, VFSS와 PAS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1) 경두개 자기자극(TMS)
1,5,10,17
총 15개의 포함된 논문 중, 4편의 연구
가 TMS를
사용하였다. 4편의 연구 모두 실험군에서는 중재 전. 후 효
과 차이가 있었지만, 대조군과의 그룹간 효과 차이는 없었
다. Du 등 연구에서는 연하장애환자 27명을 대상으로 무작

2. 대상자 특성
포함된 연구들의 대상자 연령은 18세에서 81세 사이거
나 명시하지 않았다. 뇌졸중의 진단은 임상 검사와 자기공
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하장애 진단은 비디오촬영 연하조영검사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나 내시경
적 연하검사(Fiberopt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FEES)를 통해 확인하였다. 뇌졸중 유형은 발
병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두 편을 제외한 13편
10,17
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병변 부위를 밝히지 않았다 .

Table 1. PEDro scale of quality for includ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uthor
Vasant DH et al. 20162
Chipps E et al. 201316
Koyama Y et al. 20173
Diniz PB et al. 200917
Du J et al. 20155
Guillén-Solà A et al. 201618
Park JW et al. 20131
Jayasekeran V et al. 20106
Permsirivanich W et al. 200919
Ahn YH et al. 20174
Park JW et al. 201220
Momosaki R et al. 20147
Huang KL et al. 201421
Lim KB et al. 20098
Bülow M et al. 20089
Cheng IKY et al. 201710
Bath PM et al. 201622

1

2

3

4

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7

1

1

1

1
1

1
1

1

1
1

1

8

9

10

11

Total

Quality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8
6
7
4
10
8
10
7
8
9
10
6
5
6
6
8
6

Good
Good
Good
Fair
Excellent
Good
Excellent
Good
Good
Excellent
Excellent
Good
Fair
Good
Good
Good
Good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ligibility criteria were specified, 2. subjec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groups, 3. allocation was concealed, 4. the groups were
similar at baseline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5. there was blinding of all subjects, 6. there was blinding of all therapists
who administered the therapy, 7. therewas blinding of all assessors who measured at least one key outcome, 8. measures of at least
one key outcome were obtained from more than 85.0% of the subjects initially allocated to groups, 9. all subjects for whom outcome
measures were available received the treatment or control condition as allocated or, where this was not the case, data for at least one
key outcome was analyzed by "intention to treat”, 10. the results of between-group statistical comparisons are reported for at least one
key outcome, 11. the study provides both point measures and measures of variability for at least one key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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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Vasant DH et
al. 2016

Chipps E et
al. 2013

Koyama Y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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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atients,
Average age 74±10

18 patients with
dysphagia for at
least 1 month after
stroke onset,
Average age
71.3±6.6

27 patients, with
dysphagia for at
least 2 months after
stroke, Average age
58.32±2.87
62 patients, with
dysphagia for at
least 1 to 3 weeks
after stroke,
Average age 69.0

12 patients,
Average age 68.9

42 patients,
Average age 63.14

36 patients,
Average age 68.83

Population

Table 2. Characteristics of analyzed studies.

Right hemisphere 26
left hemisphere 32
bilateral hemisphere 4

Stroke location
–
Supratentorial
/infratentorial
Cortical 3
Subcortical 24

Site of lesion

Active group (n=16) PES
stimulation
Included the following groups:
0 (no stimulation), 3 (once a
day for 3 days), 5 (once a
day for 5 days), 9 (3 times a
day for 3 days), and 15 (3
times a day for 5 days)

Intervention group 2: SST, IEMT
(n=20)
Intervention group 3: SST, NMES
(n=21)
Twice a day, 5 days/week, for 3
weeks
Magnetic stimulation therapy
(n=9)
10 min/day, 5 days/week, for 2
weeks

rTMS (n=15)
3Hzr TMS for 10 s/5 days

Intervention group (MJOE) (n=6)
Four sets/day, five times/week, 6
weeks

PES (pharyngeal electrical
stimulation) (n=18)
3 sessions for 10 min on 3
consecutive days
New oral care protocol (n=21) :
tooth brushing, tongue
brushing, flossing, mouth rinse,
lip care

Interventions

Sham (Placebo) group (n=12)
sham stimulation
daily for 3 consecutive days

Sham stimulation (n=9)
10 min/day, 5 days/week, for 2
weeks

Control group1 SST (n=21)
Twice a day, 5 days/week, for 3
weeks

Control group (n=6)
Isometric jaw closing exercise:
one set of five repetitions at
20% MVC for 6 seconds
Sham rTMS-controlled (n=12)

Usual oral care (n=21)

Sham stimulation (catheter in situ
with stimulator turned off)
(n=18)

Comparator

PAS/P=.015

VFSS/P＜0.05

VFSS/P＜0.037

Water swallow test, DD scores,
mRS score/P＜.001

R-THROAT score
Mann Assessment of Swallowing
Abilities (MASA)
Functional Oral Intake Scale
(FOIS)/NS
VFSS/P＜.046

DSR (dysphagia severity rating
scale)/P=.07.

Outcomes/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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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1.

14 patients
post-stroke
dysphagia for at
least 12 months

25 patients

28 patients

20 patients, age
63±16 years, stroke
onset 20±8 months

18 patients, average
age 65.3±15.1 years
(16 males and two
females)

26 patients with
dysphagia for at
least 6 months
post-stroke

23 patients,
Average age
64.73±9.39

Population

Cortical (temporal,
parietal, occipital)
subcortical
(periventricular white
matter/basal ganglia/
thalamus/Brainstem/
cerebellar

Hemispheric stroke,
without neurologic signs
typical for brainstem
involvement.

Cerebrum 3
Cerebellum 5
Brainstem 7
Mixed 5

Cortical 16
Subcortical 10

Site of lesion

rTMS group (n=10)
30-100-pulse trains of 5 Hz
rTMS, with inter-train interval
of 15 s, per day for 10 days
over 2 weeks.

NMES (VitalStim,) group (n=12)
Thyroid notch over the thyrohyoid
muscle/60 min 5 days a week
over 3 weeks, 15 sessions.

RST Group (n=11): Diet
modification, Oral motor
exercise, Thermal stimulation,
Head and neck positioning,
Supraglottic swallowing,
Effortful swallowing,
Mendelsohn maneuver
Bihemispheric anodal tDCS group
(n=13)
10 tDCS sessions with
simultaneous conventional
swallowing therapy for 2 weeks
Experimental group (n=9)
Motor electrical stimulation+
effortful swallow
20 min of exercise per week for 4
weeks
Functional Magnetic Stimulation
(n=10)
Jaw and neck (suprahyoid muscle
group), 10 min, one session
/single day.
Experimental group (n=16)
NMES (7 mA)+TTS treatment
5 times week (60 min 20
sessions)

Interventions

Sham rTMS group (n=4)
Sham stimulation
15 sec, per day for 10 days
over 2 weeks

TT group (n=13)
Diet modification, maneuvers or
other treatment techniques by SLP
60 min 5 days a week over 3
weeks, 15 sessions

Control group (n=12)
treated with TTS alone
5 times week (60 min 20
sessions)

Control group (n=9)
sensory electrical stimulation+
effortful swallow
20 min of exercise per week for 4
weeks
Sham group (n=10):
same protocol but the target site
was not stimulated.

Sham group (n=13)
conventional swallowing therapy

NMES Group (n=12)
: Diet modification, Oral motor
exercise, NMES therapy

Comparator

Maximum tongue strength
(IOPI)
VFSS study/NS

Scores for Videofluoroscopic
Examination/NS, OMFTscore/
P＜.014
VAS/P＜.000
ANS/P＜.002

VFSS study (PTT:sec)
PAS score/P＜.05

Timed Water-Swallow
Test/P=.008

VFSS study (vertical movement of
the larynx)
PAS score/P＜.05

Dysphagia Outcome and Severity
Scale (DOSS)/P=.02

Mean FOIS change/P＜.001

Outcomes/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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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S: Functional Oral Intake Scale, TS: traditional swallowing, NMES: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FDS: functional dysphagia scale, PAS: Penetration–aspiration scale, PTT:
pharyngeal transit time, TTS: Thermal-tactile stimulation, TT: traditional therapy, OMFT: Oral motor function test, SLP: speech-language pathologist, ANS: Actual Nutrition Status, VAS: Visual
analog scale, rTMS: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PES: pharyngeal electric stimulation, MJOE: modified jaw opening exercise, N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ST: standard
swallow therapy, IEMT: inspiration and expiratory muscle training, IOPI: 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 RST: Rehabilitation Swallowing Therapy, mRS: modified Rankin Scale, DD:
degree of dysphagia.

VFSS study
PAS/NS
Sham PES group (n=56)
Sham stimulation
10 min 3 days/3 session
PES group (n=70)
Electrodes located pharynx
10 min 3 days/3 session
Bath PM
et al. 2016
15

126 patients

Authors
No.

Table 2. Continued 2.

Population

Site of lesion

Interventions

Comparator

Outcomes/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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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군은 5회간 3-Hz로 손상측
뇌에는 rTMS를 시행하고 1-Hz로 손상반대측 뇌에는 rTMS
를 시행하여 가짜 자극을 준 대조군과 한 달에 한번씩 3개
월 뒤까지 Water swallow test, degree of dysphagia
(DD), modified Rankin Scale (mRS)에서의 결과를 측정
5
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에서 중재 전 후로 유의한
기능 향상을 보였다. 1-Hz rTMS는 손상측 반구의 피질 흥
분성을 증가시키고 비손상측 반구의 피질 흥분성을 감소시
켰다. 그러나, 3-Hz rTMS는 단지 손상측 반구의 피질 흥분
성을 증가시켰다. Park 등의 연구에서는 뇌졸중환자 18명
을 무작위로 나누어 실험군은 10분씩 10회동안 손상반대측
뇌에 5Hz rTMS를 시행하고 대조군은 가짜 자극을 주어 결
1
과를 비교하였다 . 그 결과 실험군에서 rTMS 후 흡인과 인
두 잔류물의 유병률이 66.7%에서 33.3%로 감소했다.
Momosaki 등의 연구에서는 뇌졸중환자 2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실험군은 30 Hz로 목뿔뼈 상부근육군에
20초 동안 Functional Magnetic Stimulation (FMS)자극
을 총 10분간(total 1200 pulses) 주었고, 대조군은 가짜
17
자극을 주어 비교하였다 . 그 결과 실험군에서 삼킴 속도
가 빨라지고 삼킴 양이 증가하는 유의한 변화가 있었지만,
두 그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eng 등의 연구에
서는 뇌졸중환자 1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실험군
은 총 10회동안 혀의 운동피질부분에 5 Hz rTMS를 시행하
여 연하조영검사 결과와 혀의 근력을 가짜 자극을 준 대조
10
군과 비교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2) 신경근 전기자극(NMES)
8,9,18,19
총 15개의 포함된 논문 중, 4편의 연구
가 NMES를
사용하였다. 4편의 연구 모두 실험군에서는 중재 후 호전을
보였으나 대조군과의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ark
등의 연구에서는 뇌줄중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목뿔뼈 하부근육군에 전기자극과 함께 노력 삼킴을 병행
하여 변화를 관찰한 결과 후두의 수직적 움직임과 상부식도
18
괄약근의 최대 이완 정도가 증가하였다 . Lim 등의 연구에
서는 뇌졸중환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NMES와 온
도-촉각 자극을 함께 치료한 실험군과 온도-촉각 자극만을
제공한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두 그룹모두 치료 후 흡인의
정도와 인두통과시간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고 실험군
8
에서 보다 큰 변화를 확인하였다 . Bülow 등의 연구에서는
뇌졸중환자 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NMES와 식이 조
절, 메뉴버 등 전통적 치료 기법과 비교한 결과 두 그룹모두
9
호전을 보였으나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Permsirivanich 등의 연구에서는 뇌졸중환자 23명을 대상으로
식이 조절, 구강운동, 온도 자극, 머리 및 고개조절, 성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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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노력 삼킴, 멘델슨 기법을 이용한 전통적 치료법과
식이 조절, 구강운동, NMES 치료를 한 두 그룹의 치료 전
후 비교에서 두 그룹 모두 호전을 보였고, NMES 치료를
19
한 그룹에서 더 큰 변화를 보였다 .
3) 인두 전기자극(PES)
2,6,20
총 15개의 포함된 논문 중, 3편의 연구
가 PES를 사
용하였다. 그중 2편은 실험군에서 중재후 호전을 보였으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1편은 실험군 대조
군 모두 중재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Vasant 등의 연구에
서는 뇌졸중 환자 36명을 무작위 분류하여 인두전기자극치
2
료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 그 결과 흡인의 정도, 입원기간,
비위관 제거 여부에서 호전을 보였으나 그룹간 유의한 차이
는 없었고, 카테터를 사용한 치료에 따른 감염이나 사망 등
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Jayasekeran 등의 연구에서
는 뇌졸중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두전기자
극 치료를 통해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흡인위험이 줄었
고 식이 단계가 향상되었으며 입원기간이 감소하였다고 하
6
였다 . Bath 등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 126명을 대상으
로 인두전기자극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
두 전기자극 후 연하조영검사와 침습흡인검사에서 모두 유
20
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
4) 그 외 중재방법
3,4,21,22
4편의 연구
는 TMS, NMES, PES 외 다른 중재방법
을 사용하였다. Ahn 등의 연구에서는 뇌졸중환자 26명을
무작위로 나누어 실험군은 10회 동안 양극으로 양측 인두
운동피질과 음극으로 양측 안와 부분에 전극을 부착하여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를 받고 대
조군은 가짜 tDCS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Dysphagia Outcome and Severity Scale (DOSS)점수에서 실험군은 유의
한 변화가 있었고 대조군은 변화가 없었지만 두 그룹에서는
4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Chipps 등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한 구강 케어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
과 체계적인 구강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과 일반적
인 구강관리를 한 대조군 모두 구강건강평가에서 개선을 보
21
였으나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하지만 구강
내 세균 번식률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낮았다. Koyama
등의 연구에서는 뇌졸중환자 12명을 대상으로 턱관절 운동
을 적용하여 목뿔뼈의 움직임을 비교한 결과 새로운 턱관절
운동법을 시행한 실험군이 등척성 턱관절 운동을 시행한 대
3
조군에 비해 삼킴 시 목뿔뼈의 전방움직임에 개선을 보였다 .
Guillén-Solà 등의 연구에서는 뇌졸중환자 62명을 대상으
로 호흡훈련과 신경근 전기자극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전통
적 연하치료와 비교하여 호흡훈련을 한 그룹과 신경근 전기

자극을 한 그룹이 안전하게 삼킴을 하는 능력의 향상을 보
22
였으나 3개월뒤 추적검사에서는 그룹간 차이가 없었다 .

고찰
본 연구는 뇌졸중환자의 연하장애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1,5,10,17
,
위해 15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중재방법은 TMS치료
8,9,18,19
2,6,20
, PES치료
로 전기를 이용하여 자극하
NMES치료
21
3
는 방법이 많았으며 그 외 구강 케어 , 턱관절운동 , 호흡
22
4
운동 , tDCS 가 사용되었다. 평가 지표는 연하조영검사,
임상적 평가도구, 사망, 퇴원률, 경관 제거율, 폐렴 등으로
다양하였다. 포함된 모든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
였고, PEDro scale에서 모두 6점 이상의 높은 질적 수준을
가진 연구들이었다.
분석된 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중재방법으로 사용된
TMS치료는 자기자극을 주는 부위, 빈도, 강도, 지속시간이
모두 상이 했고, 실험군에서 중재 전후로 향상된 결과를 보
1,5,7,10
. 자극부위를 보
였지만,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면 손상측 인두운동엽에 자극을 주어 삼킴 기능을 향상 보
23
인 연구 와 Shigematsu 등의 연구에서 손상측 자극과 동
시에 통상적인 삼킴 요법을 병행한 경우 아급성기 뇌졸중환
자에서 삼킴 기능이 향상되었고, 효과는 1 개월 동안 지속
24
되었다 . 하지만 Kumar 등의 연구에서는 손상되지 않은
반구에 5일간 tDCS와 함께 삼킴 기법치료를 급성기 뇌졸중
25
환자에게 시행한 결과 삼키는 기능이 개선되었다 . 또한
양측 반구에 자극을 가해 만성기 뇌졸중 후 연하장애환자에
게 연하장애의 기능적인 개선을 밝힌 몇 가지 rTMS 연구가
있었다. Momosaki 등은 6일간 3Hz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양측 인두운동엽에 집중적으로 rTMS를 시행한 후 인두상
17
승시간을 증진시켰다 . Cheng 등은 연하장애가 있는 만성
뇌졸중환자에게서 혀운동영역에 5 Hz rTMS의 자극을 주
었고, 이 방법이 삼키는 기능과 삼킴과 관련된 삶의 질을
10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Suiter 등은 전기 자극에 사
용되는 것과 같은 전극을 배치하는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
고 TMS치료가 전기 자극보다 근육 운동의 부드러움과 대
26
칭성을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 간질과
두개 내 금속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더 광범위하게
17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였다 . 그러나 뇌졸중후 연
하장애환자들에게 기능적인 개선과 이점을 보여주는 연구
들이 자극부위를 제각각 밝히고 있어 자극부위에 따른 효과
를 비교하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NMES치료는 신경이 연접된 근육단위상태를 유지시켜
주며 근수축을 증진시키고, 특히 II 형 근육 섬유의 근력을
JKDS Vol. 9, No.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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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증가시킨다 . 연구에 사용된 전기 자극 장치인 Vital Stim
(Chattanooga Group, Hixson, TN)은 2001년 미 식품의
약국(FDA)에 의해 승인을 받은 연하 장애 치료용으로 특별
히 개발되었다. 사용 지침은 인두 수축에 필요한 근육에 외
19
부 자극을 적용하여 근육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 NMES치
료는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28
부족하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본 고찰에 포함된 연
구들을 보면 온도-촉각 자극과 NMES를 함께 시행한 그룹
이 온도-촉각 자극만 시행한 그룹보다 삼키는 능력의 개선
이나 흡입 위험율을 감소시켰으며, 이때 NMES가 온도-촉
각 자극보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불편함도 없었다고 하
8
였다 . Bülow 등은 NMES와 전통적 연하 치료의 치료효과
9,29
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중재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Ludlow 등은 일부 연하장애환자에서 NMES가 기도보호를
30
위해 중요한 인후두 상승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
Shaw 등은 NMES가 경도에서 중등도의 연하장애환자에게
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심도의 연하곤란 환자들에게는 효
31
과가 없다고 하였다 . 또한 NMES는 경부의 원심성 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뇌간 손상 환자의 경우 하부 운동 신경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뇌간
9
손상 환자에게는 NMES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처럼 NMES 방법이 연하장애환자의 기능적 개선을 위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분석된 15편의 연구 중에서 5편의 연구는 2가지 중재방
4,8,18,19,22
. Guillén-Solà
법을 적용하는 복합중재를 사용하였다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삼킴 기법 치료와 호흡근 강화
운동을 함께 적용하였고, 3주간 실시한 결과 호흡의 안정성
과 삼킴 기능 개선을 보였다. 이는 연하장애에 복합치료법
22
을 사용하는 것이 삼킴 회복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
Ahn 등의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후 연하장애환자 23명
에게 tDCS를 통한 중추신경자극과 전통적 삼킴 기법 치료
를 통한 말초신경자극을 함께 시행하여 운동영역의 긍정적
4
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 Permsirivanich등은 구강운동과
NMES치료를 함께 시행하여 Functional Oral Intake
Scale의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효
과는 복합중재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더 많은 치료시간이
19
할당되고 집중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따라서
두가지 중재방법을 적용했을 때와 한가지 중재방법만을 같
은 시간 동안 제공했을 때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추후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뇌졸중환자의 연하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검색전략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지만 한방에서 주로 사
JKDS Vol. 9, No. 1, 2019

용되는 침술요법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최초 조사 과정에
서 많은 연구가 침술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침술요법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된 검색어는 모두 MeSH terms
을 사용하여 설정하였지만 연구내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검
색어 기준과 맞지 않아 빠진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는 과
거 체계적 고찰연구를 업데이트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새
로운 수준 높은 연구들을 분석해 뇌졸중환자의 다양한 연하
치료 중재효과를 확인하였다.

결론
지난 10년간 게재된 총 15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 중,
TMS, NMES, PES를 이용한 중재들이 11편이었고, 구강케
어, 호흡운동, 턱관절운동, tDCS가 포함되었다. 연구들은
중재 전, 후 대부분 호전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연구마다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부위, 빈도,
강도, 지속시간 등 중재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표
준화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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