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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dysarthria and aspiration to determine if dysarthria can
predict aspiration in stroke patients.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176 patients with first stroke, who underwent a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 and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at the same time between January 2012 and December 2015 in the authors’ hospital,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netration aspiration
scale (PAS) score and U-TAP score was analyzed in all patients. The mean PAS score and frequency of each PAS score
in the dysarthria group and non-dysarthria group were compared. In addition, the aspiration was analyzed based on
the severity of dysarthria in the dysphagia group.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software.
Resul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S score and U-TAP sco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the subjects.
The mean PAS score was 3.46±5.52 and 3.07±5.49 in the dysphagia and non-dysphagia group, respectively. The mean
PAS score of the dysphagia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non-dysphagia group. On the other hand,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the PAS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aspiration was compared with the severity of dysarthria according to the U-TAP scor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No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dysarthria and aspiration in stroke patients. In ad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aspiration with or without dysarthri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spiration cannot be predicted by dysarthria in stroke patients. Therefore, each diagnostic test and assessment should
be performed for each symptom. (JKDS 2020;10: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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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상 및 방법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3위에 해당하는 질환으

1. 연구대상

로 높은 합병증 발생률에 따라 입원 비용 및 퇴원 후 의료

본 연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비용 지출이 많아 의료비 부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뇌졸중이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향적 조사연구

1,2

있다 . 특히 폐렴은 뇌졸중 환자의 사망원인의 34%까지

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진단된 환자 중

보고되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원기간을 증가

에서 자음정확도와 연하장애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한 뇌줄

3-5

중 환자 총 176명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시키고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
뇌졸중 환자의 폐렴은 뇌졸중 후 연하장애와 밀접한 연
관이 있다. 뇌졸중 후 연하장애는 적게는 25%, 많게는 81%
6-9

까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 연하장애는 흡인의 대
10

2. 연구도구
1) 자음정확도

표적인 위험 인자이며,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다 .

구음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우리말 조음ㆍ음운 검사(Uri-

연하장애가 있을 경우 폐렴 발생의 상대 위험도는 3배 정도

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를 통해

증가하며, 흡인이 있을 경우에는 12배까지 증가한다고 보

자음정확도로 확인하였다 . 구음장애의 평가 방법은 여러

9

19

고되고 있다 . 연하장애는 그 자체로도 영양결핍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에서 뇌졸중 후 구음장애의 평가로 U-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흡인은 폐렴으로 높은 사

TAP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U-TAP은 특수한 장비가

망률과 입원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에 관련이 있어 이를 조

필요하지 않으며, 국내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언어장애

11

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흡인의 평가를 위해 가장 흔하고 간단하게
12

의 판정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U-TAP에서 그림낱말검사 부분의 목표단어 30개에 대한

사용하는 선별검사는 물 마시기 검사이다 . 하지만 뇌졸중

그림을 사용하여 우리말 자음 19개 음소를 어두초성, 어중

후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 중 많은 경우가 무증상 흡인을 보

초성, 종성에 올 때 각 위치의 음소를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

여, 물 마시기 검사와 같은 침상선별 검사만으로는 흡인을

해 총 43개의 음소를 평가하였다.(Appendix 1) 자음정확

5,13

. 무증상 흡인을

도는 각 그림을 보고 자발적인 발화 산출을 유도하여 정반

진단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Videofluroro-

응시 1점을 부여하고 총 43개의 음소에 대한 오류음소 수를

scopic swallowing study, VFSS)나 내시경적 연하검사

백분위(%)로 환산하여 구한다.

(Flexible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FEES)

2) 침투 흡인 척도(Penetration aspiration scale, PAS)

진단하고 폐렴을 예측하기는 부족하다

14,15

와 같은 표준 검사가 필요하지만

, 검사를 위해서는 특수

흡인은 VFSS를 통해 PAS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VFSS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여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다

는 흡인 및 연하장애를 평가하는 진단적 표준검사 중 하나

는 단점이 있다.

이다. PAS는 1996년 Rosenbek 등이 VFSS를 통해 침투 및
20

뇌졸중 후 입의 장애는 연하장애 뿐만 아니라 구음장애

흡인 과 배출의 유무에 따라 8단계로 나누어 만든 척도이다 .

가 있으며, 뇌졸중 환자의 약 30%에서 두 증상이 함께 나타

PAS 1점은 후두 침투와 기도 흡인이 없는 경우, PAS 2점에

16

난다 . 구음장애는 증상만으로 유무를 진단할 수 있어, 뇌

서 5점은 기도 흡인은 없으나 후두 침투가 있는 경우, PAS

졸중 발병 초기 신경학적 결손을 확인할 때에도 반드시 평

6점에서 8점은 기도 흡인이 발생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구음장애와 연하장애와의 상관성

PAS는 침투와 흡인을 정량화하는데 효과적인 척도로 평가

을 확인함으로서, 구음장애를 통해 연하장애를 예측하고자

의 타당도와 검사자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하는 기존 연구들이 있었지만, 대상자가 적고 진단적 평가

또한, PAS는 간단하고 쉽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흡인

5,17,18

가 아닌 주로 증상의 유무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또

한, 구음장애와 흡인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이들의 상관관계
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21

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에서 진단적 평가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자음정확도와 PAS를 통해 구음장애와 침

구음장애와 흡인의 상관관계와 구음장애 유무에 따른 흡인

투 및 흡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구음장애의 유무에 따

의 발생빈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뇌졸중 후 구음장애가 흡

른 침투 및 흡인의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음장애의

인의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유무에 대해서는 U-TAP를 통해 자음정확도가 100%인 경
JKDS Vol. 10, No.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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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비구음장애군, 100% 미만인 군을 구음장애군으로 구

(47%)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대상자의 자음정확도는 평균

분하였다. 언어장애의 중증도에 따른 분석을 위해 구음장애

83.47±47.53%였으며, 구음장애가 없는 군은 57명(32%),

군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언어장애의 판정기준에 따

구음장애가 있는 군은 119명(68%)이었다. 구음장애가 있는

라 75%, 30%를 기준으로 군을 세분화 하였다.

군 중에서 자음정확도 76%-99%에 해당하는 경도 구음장애

각 대상자의 PAS 점수는 VFSS의 검사식이의 성상과 관

환자는 80명(45%), 30%-75%에 해당하는 중등도 구음장애

계없이 VFSS 시행 중에 관찰되는 가장 높은 단계를 기준으

군은 26명(14%), 30% 미만에 해당하는 중증 구음장애군은

로 하였다. 대상자들의 자음정확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1명

13명(7%)이었다.

의 1급 언어재활사가 U-TAP를 시행 후 산출하였고, PAS는
1명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VFSS를 통해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자음정확도와 PAS의 관계는 스피어만 상관분
석(Spearman’s correlation)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구음장애의 유무에 따른 성별, 뇌졸중의 아형, PAS의
빈도 차이는 카이 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평균 PAS

PAS의 평균은 3.34±5.50점이었고 후두 침투와 기도 흡
인이 없는 군은 66명(38%), 후두 침투는 있으나 기도 흡인
이 없는 군은 53명(30%), 기도 흡인이 있는 군은 57명(32%)
이었다.(Table 1)

2. 구음장애와 흡인의 상관관계

점수 차이는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test)를 이용하

구음장애군 1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음정확도와 PAS

여 각각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8.0 (SPSS Inc.,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

않았다(r=−0.121, P=0.111).(Fig. 1)

준은 0.05로 정하였다.

3. 구음장애의 유무에 따른 흡인의 발생 빈도 차이

결과

자음정확도 100%를 기준으로 비구음장애군과 구음장애
군으로 나누었을 때, 비구음장애군과 구음장애군의 성별,

1. 전체 대상자의 특성

연령 및 뇌졸중 유형은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총 176명의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4.72±30.13세

0.05).

로 확인되었다. 이 중 남성은 117명(66%), 여성은 59명(34%)

두 군의 평균 PAS 점수는 비구음장애군에서 3.07±5.49

이었고, 뇌졸중의 유형은 뇌경색 93명(53%), 뇌출혈 83명

점, 구음장애군에서 3.46±5.52점으로 구음장애군에서 높
은 점수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39). PAS 1점은 비구음장애군이 26명(45.61%), 구음장애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6).
Characteristics
Age (years, mean±2SD)
Gender
Men
Women
Stroke
Infarction
Hemorrhage
Dysarthria
U-TAP (mean±2SD)
Non-Dysarthria (U-TAP 100%)
Mild Dysarthria (U-TAP 76-99%)
Moderate Dysarthria (U-TAP 30-75%)
Severe Dysarthria (U-TAP 0-29%)
Penetration/Aspiration
PAS (mean±2SD)
No Penetration or Aspiration (PAS 1)
Penetration (PAS 2-5)
Aspiration (PAS 6-8)

Value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7). PAS 2-5점인 후두 침투

64.72±30.13
117 (66%)
59 (34%)
93 (53%)
83 (47%)
83.47±47.53
57 (32%)
80 (45%)
26 (14%)
13 (7%)
3.34±5.50
66 (38%)
53 (30%)
57 (32%)

U-TAP: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PAS: penetrationaspiration scale.
JKDS Vol. 10, No. 1, 2020

군에서 40명(33.61%)으로 비구음장애군이 높았지만 통계

Fig. 1. No Correlation between U-TAP score and PAS score
(correlation coefficient r=−0.121). U-TAP: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PAS: penetration-aspirat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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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구음장애군에서 16명(28.07%), 구음장애군에서 40명

lowing assessment (SSA)이 있으며, 검사들은 흡인뿐만 아

(33.61%)이었고, PAS 6-8점인 기도 흡인은 비구음장애군

니라 여러 가지 증상을 포함하여 평가하게 되어있다

에서 15명(26.32%), 구음장애군에서 39명(32.77%)으로,

러나 상기 검사들은 훈련된 검사자가 필요하고, 검사에 필

모두 구음장애군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요한 시간 및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협조 정도를 고려하여,

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PAS 2-8점의 각각의 발생빈

임상적으로는 주로 흡인을 선별하는 물마시기 검사를 시행

도 역시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Table 2)

한다. 물 마시기 검사는 일반적으로는 70-90%의 높은 민감

구음장애군을 중증도에 따라 구분하여 흡인의 유무의 차이

도를 나타내지만 , 뇌졸중 환자의 경우 40%에서 많게는

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70%까지 무증상 흡인이 보고되고 있어, 선별검사만으로는

(P＞0.05).(Table 3)

흡인 및 폐렴의 위험도를 예측하기는 부족하다

22,23

.그

12

5,24

.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외 뇌졸중 진료 지침에서는 연하장애의 고위
25

고찰

험군에게 VFSS나 FEES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그
러나 Woo 등이 수행한 국내 137개 병원을 조사한 연구에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에서 구음장애와 흡인의 상관

서 38.6%만이 표준 검사를 통해 연하장애 및 흡인을 진단

성을 확인하고 구음장애의 유무 및 중증도에 따른 흡인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 모든 병원에서 VFSS나 FEES

발생 빈도를 확인하여 뇌졸중 후 구음장애가 흡인을 예측할

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여 흡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이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 중 흡인의 고위험군을 선별
5

26

흡인은 뇌졸중 환자에서 흔히 발생한다 . 흡인성 폐렴을

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알려진 뇌졸중 후 흡인의 고위험군

예방하고 흡인을 포함한 연하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

으로는 주로 뇌간 병변 및 다발성 경색, 의식 저하, 경관식

의 급성기 뇌졸중 환자는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연하장애의

이, 기침 반사 저하 등이 있다

5,10,27

.

선별검사로는 Gugging swallowing screen (GUSS), Burke

구음장애는 연하장애와 마찬가지로 구강운동 관련 증상

dysphagia screening test (BDST) 및 Standardized swal-

이나 연하장애, 특히 흡인과는 달리 문진을 통해 간단히 그
유무를 알 수 있다. 일례로 초기 뇌졸중 평가도구로 가장

Table 2. Comparison of aspiration in dysarthria and non-dysarthria group.
Demographics
and PAS

Dysarthria
n=119

Age
Mean±2SD
63.7±21.80
Gender
Male
80 (67.23%)
Female
39 (32.77%)
Stroke
Infarction
66 (55.46%)
Hemorrhage
53 (44.54%)
PAS
Mean±2SD
3.46±5.52
No Penetration or
40 (33.61%)
Aspiration (PAS1)
Penetration (PAS 2-5) 40 (33.61%)
PAS2
34 (28.57%)
PAS3
5 (4.20%)
PAS4
0 (0%)
PAS5
1 (0.84%)
Aspiration (PAS 6-8)
39 (32.77%)
PAS6
1 (0.84%)
PAS7
26 (21.85%)
PAS8
12 (10.08%)
PAS: Penetration-Aspiration Scale.

Non-Dysarthria
P-value
n=57

많이 사용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 (NIHSS)에서도 구음장애를 평가
하는 항목은 있으나, 흡인이나 연하장애에 대한 항목은 없
28,29

다

. 즉, 초기 뇌졸중 환자에게서 구음장애는 증상으로

간단히 평가가 가능하나, 흡인은 증상만으로 평가할 수 없
66.7±27.22

0.2

37 (64.91%)
20 (35.09%)

0.76

27 (47.37%)
30 (52.63%)

0.31

3.07±5.49
26 (45.61%)

0.27
0.07

16

어 추가적인 선별검사가 필요하다. Flowers 등 은 221명
의 뇌졸중 환자에서 연하장애와 구음장애 그리고 실어증의
빈도와 동시발생률을 보고하였다. 연구결과 연하장애와 구
음장애, 연하장애와 실어증, 구음장애와 실어증의 발생빈도

16
12
3
0
1
15
1
6
8

(28.07%)
(21.05%)
(5.26%)
(0%)
(1.75%)
(26.32%)
(1.75%)
(10.53%)
(14.04%)

중에서 연하장애와 구음장애의 동시 발생률이 28%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음장애의 여부를 통해 흡인의

0.33
0.16
0.35
0.3
0.13
0.3
0.19
0.36

Table 3. Aspiration frequency comparison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dysarthria.
Cut off value
U-TAP 76-99%
U-TAP 30-75%
U-TAP 0-29%

No aspiration
(PAS 1-5)

Aspiration
(PAS 6-8)

P-value

57
16
7

23
10
6

0.61
0.35
0.21

U-TAP: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PAS: penetrationaspirat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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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를 예측할 수 있다면, 흡인의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데

결론

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음장애와 흡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뇌졸중 환자에서 구음장애와 흡인은 직접적인 상관관계

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구음장애 유무에 따른 PAS의 평균

가 없었으며, 구음장애의 유무 및 중증도에 따른 뇌졸중 후

및 빈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가 없었다. 또한 구음장

흡인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애의 중증도에 따른 흡인 여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인 유

결과를 통해 뇌졸중 환자에서 구음장애로 흡인의 정도나 유

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무를 예측할 수는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의 증상에 대한 표

기존 연구들에서 구음장애와 연하장애가 연관성은 있으
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흡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

준화된 검사와 평가도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함을 염두에 두
어야 할 것이다.

18

을 보고하였다. Falsetti 등 은 151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
상으로 구강의 움직임, 침 삼킴, 물 삼킨 이후의 목소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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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Word list of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19
ology .
No.

Word

No.

Wor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바지
단추
책상
가방
사탕
연필
자동차
동물원
엄마
뽀뽀
호랑이
꼬리
코끼리
땅콩
귀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네
토끼
풍선
로봇
그림
못
눈썹
괴물
싸움
참새
세마리
짹짹
나무
메뚜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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