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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의 위험인자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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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and Assessment of Aspiration
Sung-Hwa Ko,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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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Korea

Aspiration is the entry of materials, such as pharyngeal secretions, food, or stomach contents, into the respiratory
system. Dysphagia is the most common risk factor of aspiration, but there are many other risk factors. A single factor or multiple factors may be present to induce the aspiration, and the risk factors of aspiration should be considered multidimensional. The bedside water test is suitable as a screening test for an evaluation of aspiration.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and flexible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are the diagnostic tests of aspiration and the tests are required if the screening test shows signs of aspiration or silent aspiration is strongly
suspected. The diagnostic test should assess not only the presence of aspiration, but also the pathophysiologic risk
factors of aspiration. (JKDS 2019;9: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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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그 자체만으로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종설에서는 흡인의 위험인자
와 흡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론
국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4년 이전에는 10대 사
망원인에도 들지 못하였으나,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
면 국내 사망원인 4위로 전년 대비 17.3%나 증가하여 가파
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1.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획득 폐렴
으로 진단된 환자의 10-30%가 흡인성 폐렴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있어2, 임상에서 흡인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흡인은 음식, 인두 분비물, 위 내용물과 같은
것이 후두와 하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흡인과 관련
한 위험인자는 연하장애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존재하고, 흡

본론
1. 흡인의 정의
흡인(吸引, aspiration)은 사전적인 의미로 ‘빨아들이거
나 끌어당김’으로 정의된다. 내용물을 빨아당김(suction)과
같은 행위로서의 흡인이 어떻게 호흡기계로 이물질이 잘못
들어가는 것으로 일컫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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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으로는 흡인(aspiration)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
용하고 상황에 따라 해석하지만 MeSH 용어로는 Suction
과 Respiratory Aspiration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흡인은 넓은 의미로 음식물 등과 같이 정상적으로는 호
흡기계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기관을 통해 하기도 및
폐로 잘못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삼키는 과정
에 문제가 있어 음식물이 후두나 기도로 들어가거나, 침이
나 가래와 같은 분비물이 적절히 배출되지 못하고 기도 내
로 흘러 들어가거나, 위 내용물 등이 역류하여 인후두를 통
해 기도 내로 들어가는 경우를 일컫는다. 좁은 의미의 흡인
은 주로 연하장애에 의한 흡인을 평가할 때에 침투(penetration)와 구분 지어 사용된다. 이 때에는 성대를 기준하여
해부학적 위치를 구분하여 주로 후두 침투(laryngeal penetration)와 기도 흡인(tracheal aspiration)으로 일컫는다.
즉, 기도 흡인은 성대를 기준으로 음식물이 성대 아래로 내
려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후두 침투는 음식물이 후두
로는 들어가지만 성대 아래로는 통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
고, 일반적으로 기도 흡인의 전 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2. 흡인의 위험인자
1) 흡인을 일으키는 질환 및 임상적 상황

흡인의 위험인자는 연하장애, 의식저하, 부적절한 기도
보호, 위식도역류질환, 반복적인 구토, 경관영양 등이 있
다.(Table 1)
3
연하장애는 흡인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이다 . 한 환자-대
조군 연구에 의하면, 구인두 연하장애(oropharyngeal dysphagia)를 가진 고령자의 경우, 약 92%까지 폐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건강한 고령자에 비해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
4
가 11.9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 연하장애는 주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치매, 파킨슨병 등 연하기능에 신경
학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질환이나 근위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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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삭경화증, 근육병증 등의 신경근육계 질환에서 흔히 발생
5-9
한다 . 또한 연하 과정에 관련하는 해부학적 구조에 이상
이 있을 경우도 연하장애와 동반하여 흡인이 발생한다. 예
를 들자면, 두경부 종양 등의 수술적 치료 후 흡인을 막아주
는 밸브 역할을 하는 구조물들이 제거되어 흡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후두부분절제술(partial laryngectomy)를
시행 받은 경우, 수술 범위가 큰 경우 흡인의 위험이 높아진
10
다 .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이 신경학적 또는 해부학적
이상을 동반하지 않는 질환에 의해서도 호흡기능의 문제와
11,12
동반하여 연하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 근감소증도 연하
13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간주된다 . 또한 기관 내 삽
관이나 기계 환기를 시행한 경우 연하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며, 기관 발관 후에도 연하장애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고
14
하고 있다 , 최근에는 중환자의 연하장애를 기관 삽관에 의
한 기능 부전 뿐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기전으로 중환자실 관
련 연하장애(ICU-acquired swallowing dysfunction)로 설
15
명하고 있다 .
성대 마비, 기침 반사 저하 등 기도 방어 기전에 장애가
6
16
있을 경우 흡인의 위험이 높다 . Leder 등 의 연구에 따르
면 성대 움직임의 저하가 있는 환자의 경우 44%에서 흡인
이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계질환
을 가진 환자에서 기침 반사가 비정상적인 경우 흡인이 높
17
게 나타났으며 , 두경부의 방사선 치료 이후 기침 반사 저
18,19
하가 흡인을 일으키는 주요한 위험인자로 보고되었다 .
또한 전신마취 및 진정,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한 의
식저하는 연하 기능의 저하와 함께 기도 보호 장애를 일으
20
켜 흡인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 위식도역류질환 및 반복
21
된 구토로 인해 흡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 비만, 위식도괄
약근 기능부전, 식도 운동부전 등이 역류를 일으켜 흡인의
22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 경관을 통한 식이 공급은 흡인의
위험이 있는 연하장애 환자의 보상적 치료법이지만, 장기간

Table 1. Risk factors of aspiration.
Dysphagia
Neurologic disorders (eg, stroke, traumatic brain injury, Parkinson’s disease, dementia,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natomic disorders (eg, head and neck cancer, prior surgery, radiation therapy, tracheoesophageal fistula)
Non-neurologic or anatomic dysphagia (eg,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CU-acquired dysphagia, post-extubation dysphagia, sarcopenic dysphagia)
Decreased consciousness (eg, sedation, general anesthesia, alcohol intoxication, drug overuse)
Compromised airway defenses (eg, vocal cord palsy, endotracheal tube)
Impaired cough reflex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Recurrent vomiting
Tubal 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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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위관을 유치할 경우 위식도괄약근의 기능 이상을 일으
켜 흡인의 위험을 높이고, 경관의 부적절한 위치, 공급 속도
나 자세 등 경관식이의 부적절한 공급 방법에 의해 오히려
23
흡인이 유발될 수도 있다 .
한 환자에게 흡인의 위험인자가 한 가지 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연관될 수도 있다. 예를 들
면, 의식 저하가 있는 뇌졸중 환자가 기관 삽관의 병력과
성대 마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간 비위관을 통해 경관
식이를 공급 중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약물 과다 복용과 함
께 근감소증을 동반한 고령의 환자에게 흡인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환자의 흡인의 주요 위험인자를 확인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동반될 수 있는 모든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이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흡인과 관련한 병태생리학적 인자
흡인의 위험인자를 질환이나 관련한 임상적 상황으로 서
술할 수도 있지만 흡인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따라 호흡기
24
계 인자와 연하과정의 구조적 인자로 설명하기도 한다 .
(Table 2)
호흡기계 인자로는 빠른 호흡의 횟수 및 산소포화도의
이상, 폐활량의 이상, 연하-호흡 패턴의 협응 부전 등이 있
다. 대표적인 경우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흡인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연하와 관련된 운동
부전이나 감각의 저하가 동반될 수도 있지만, 주로 연하-호
흡 패턴 중 연하가 일어나는 호흡 간 무호흡이 짧아 기도를
보호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하가 이루어지면서 흡인
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정하지 않은 연하-호흡의 패턴으로
25
인해 기도 흡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 따라서 연하-호흡 패
턴에 문제가 있는 기도 흡인 환자의 경우에는 호흡 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하 과정의 주요 해부학적 구조와 관련한 흡인의 위험
24
인자는 혀, 설골, 후두 및 인두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혀와 관련한 흡인의 위험인자는 혀-연구개 압력 저하, 혀연구개 압력 조절 저하가 있고, 설골을 기준으로는 설골의
움직임 저하와 설골상 근육의 수축 약화가 있다. 후두 및
인두와 관련해서는 후두 감각 저하, 인두 수축 저하, 후두
움직임 저하, 인두 이동 시간 증가 및 삼킴 반사의 지연을
동반한 후두 폐쇄의 저하 등이 흡인과 관련한 인자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연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흡인은 인두기 장
애 또는 후두의 운동저하 뿐 아니라 구강기 또는 혀, 연구
개, 설골 등의 운동 부전은 물론 후두의 감각 저하 등 매우
다양한 병태생리학적 인자와 연관됨을 이해하고 각 인자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3. 흡인의 평가
1) 임상적 평가

침상 검사로서의 임상적 평가들은 검사실에서 시행하는
진단적 평가에 비하면 기도 흡인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진단적 평가가 불가한 환경이나 환자의 상태
에서 선별 검사로는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침상 선별 검사
로서 흡인의 평가 방법으로는 물 마시기 검사, 삼킴 중 산소
포화도 검사, 청색 염료 검사 등이 있다.
물 마시기 검사는 가장 흔하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침상
선별 검사이다. 물을 마시는 도중이나 마시고 난 후에 기침
또는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 흡인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로, 검사 시 삼키는 물의 양은 5-100 ml까지 각 연구마다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에 따르

Table 2. Pathophysiologic factors related to aspiration.
Respiratory factors
Abnormal respiratory rate and oxygen saturation
Abnormal of lung capacity
Abnormal swallow-respiratory pattern
Tongue factors
Reduced tongue–palate pressures
Reduced ability to control the timing of tongue–palate pressure release
Hyoid factors
Reduced hyoid movement
Weak contraction of the suprahyoid muscles
Laryngeal factors
Impaired laryngeal sensation
Impaired laryngeal sensation with reduced pharyngeal contraction
Reduced laryngeal movement
Reduced laryngeal closure with delayed swallow response and prolonged pharyngeal transit time
JKDS Vol. 9, No.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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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ml 정도의 한 모금에 해당하는 검사를 시행했을 경
우에는 71%의 민감도와 90%의 특이도를 보이며, 90-100
ml 정도(3 온스)의 물을 연속적으로 마시게 했을 경우에는
26
91%의 민감도와 53%의 특이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
그러나, 고령이나 장기간 경관식이를 시행한 환자의 경우,
의식저하 및 연하와 관련한 신경학적 또는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 환자의 경우에는 무증상 흡인(silent aspiration)으
로 인해 검사의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 예로, 뇌졸중 환자
의 경우 4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무증상 흡인을 보이는
27
것으로 보고되었다 . 따라서 물 마시기 검사는 침상 선별
검사로 적용하되, 5 ml 정도의 소량을 먼저 시행하고 증상
이 없는 경우는 90-100 ml까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
한다. 단, 환자의 병력을 고려하여 무증상 흡인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본 검사에서 증상이 없어도 진단적 검사로 이
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삼킴 중 산소포화도 검사는 기도 흡인이 일어나는 경우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는 것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검사로,
일반적으로 혈중 산소 포화도(SpO2)가 2% 이상 차이가 나
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최근 발표된 산소 포화도를 이용
한 흡인 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 따르면, 민감
도는 10-87%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었지만, 흡인과 산
28
소포화도 저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그러므
로, 산소포화도를 이용한 흡인의 평가는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천하지 않는다.
청색 연료 검사는(Evan’s blue dye test) 기관절개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유용하다. 식용 청색 연료를 음식이
나 물에 섞어 입으로 먹었을 때에 기관절개관을 통해 청색
분비물 또는 음식물이 확인되는 경우 기도 흡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관식이 중인 환자에게 관으로 염료를 섞
은 물을 공급하여 기관절개관을 통해 청색 분비물이 확인되
는 경우, 식도 역류에 의한 기도 흡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6년 발표된 체계적 고찰에 따르면, 기관절

개술이 시행된 환자에게 청색 연료 검사를 통해 흡인을 확
인하는 임상적 평가의 민감도는 38-95%로 연구마다 매우
다양하게 보고 되었지만, 특이도는 79-100%로 비교적 높게
29
보고되었다 .
2) 진단적 평가
흡인의 진단적 평가를 위한 검사는 비디오투시연하검사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와 내시경
연하검사(flexible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FEES)를 표준검사로 인정하고 있다. VFSS와 FEES에 숙달
된 경우 흡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두 검사 모두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중 확인하
지 못하여도 녹화된 영상을 통해 재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진단적 검사에서의 흡인의 정의는 성대 아래로 음
식물이 내려가는 것으로 후두 침투와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
하며, 무엇보다도 침상검사에서 선별되지 않는 무증상 흡인
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한 후향적 연구에 따르면, 폐렴으
로 진단된 입원환자 중 VFSS를 통해 흡인 유무를 확인하였
을 때, 약 47%의 환자에서 흡인을 보였고 이 중 약 1/3에
30
해당하는 환자들이 무증상 흡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
Table 4. Pathophysiologic factors of timing of aspiration.
Timing of
aspiration
Pre-swallowing
aspiration
Aspiration during
swallowing

Post-swallowing
aspiration

Factors
Premature spillage of bolus
Delayed triggering of the pharyngeal swallow
Delayed triggering of the pharyngeal swallow
Decreased laryngeal elevation
Reduced epiglottic folding
Reduced tongue base retraction
Vallecular and pyriform sinus residue
Prolonged pharyngeal transit time
Vallecular and pyriform sinus residue
Esophageal reflux

Table 3. Penetration aspiration scale31.
Category

Score

Description

No penetration or aspiration
Penetration

1
2
3
4
5
6
7
8

Material does not enter airway
Material enters airway, but remains above vocal folds; Ejected from airway; no stasis
Material remains above vocal folds; visible stasis remains
Material contacts vocal folds, but is ejected; no stasis
Material contacts vocal folds, and is not ejected; visible stasis remains
Material passes glottis, but is ejected from airway; No visible subglottic stasis
Material passes glottis, but is not ejected from airway; visible subglottic stasis despite patient’s response
Material passes glottis, and is not ejected; visible subglottic stasis; Absent patien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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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SS와 FEES에서 흡인의 정도는 침투 흡인 척도(Penetration Aspiration Scale, PAS)로 나타낼 수 있다. PAS는
1996년 Rosenbek 등에 의해 후두 침투와 기도 흡인으로
31
8단계로 만들어진 척도이다 .(Table 3) PAS는 1점은 후두
침투와 기도 흡인이 없음, 2-5점은 후두 침투, 6-8점은 기도
흡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흡인에 해당하는 6-8점 중 6점은
성대 아래로 음식물이 통과하였으나 기도 밖으로 배출된 경
우, 7점은 성대 아래로 음식물이 통과하여 환자가 이에 대
한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8점은 7점과 같이 음식물이 남아 있으나
배출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 즉 무증상 흡인에 해당한다.
PAS는 간단하고 쉽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널
리 사용되고 있으며 연하장애의 평가도구로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 또한 PAS는 개발 당시 VFSS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나
32
FEES에 적용해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흡인을 후두 침투와 기도 흡인 및 배출 유무에 따라 PAS
를 통해 단계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나, 흡인이 일어나는 시
기에 따라서 삼킴 전, 삼킴 중, 삼킴 후 흡인으로 나누기도
33
한다 . 이 역시 PAS와 마찬가지로 진단적 검사를 통해서
구분이 가능하다. 삼킴 전 흡인의 병태생리적 인자로 주로
조기 식괴 소실 및 인두 연하 반사 지연이 있으며, 삼킴
후 인자로는 잔류 음식으로 인한 지연성 흡인과 식도 역류
가 있다. 삼킴 중 흡인은 연하장애 시 나타나는 구강기 및
인두기의 연하 반사, 운동, 감각 이상 소견 등 매우 많은
병태생리적 인자와 연관이 있다.(Table 4)

결론
흡인의 주요 위험인자는 연하장애로, 연하장애를 일으키
는 질환이나 임상적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연하장애 이외
에도 흡인은 많은 위험인자와 연관이 있으며, 단일 인자 또
는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흡인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관련한 위험인자에 대해 다각도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흡인의 임상적 평가를 위한 침상 검사는 물 삼키
기 검사가 가장 간편하면서도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아 선
별검사로 적합하다. 선별 검사에서 흡인의 증상을 나타내
거나 무증상 흡인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반드시 VFSS나
FEES로 흡인을 확인해야 한다. 진단적 검사시에는 흡인의
유무뿐 아니라 흡인의 정도 및 병태생리적 위험인자를 평가
하여, 각각에 맞는 맞춤형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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