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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usefulness of voice function in early screening for dysphagia. We sought
to evaluate if screening tests through the functions of production and quality of voice were correlated with aspiration in dysphagic patients.
Methods: This study involved 55 participants who were referred to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 for
suspected dysphagia. Blinded examiners rated the voice production function (MVI, MPT) using a portable instrument
and evaluated the quality of voice (jitter, shimmer, NHR) using Visi-pitch. Swallowing functions were also evaluated
by utilizing the penetration-aspiration scale (PAS),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 National
Outcome Measurement System (NOMS) swallowing scale and VDS.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penetration group, and the aspiration group according to the PAS score. The difference in variables was analyzed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lationship between voice parameters and swallow-related parameters was determined using the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In addition, the cut-off,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meaningful variables in silent aspiration were analyzed using the ROC curve analysis.
Results: The functions of production and quality of voic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penetration and aspiration groups (P＜.000). The PAS score was correlated with all parameters of the functions of production and quality of voice (P＜.001). VDS was correlated with MVI, ASHA was correlated with MVI, and Shimmer
(P＜.001). The meaningful variables for silent aspiration were jitter and shimmer.
Conclusion: Through a clinical screening test, it may be possible to predict the difference between penetration and
aspiration through the functions of production and quality of voice. (JKDS 2022;1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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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용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습과 흡인군간 음성기능의 차이
연하장애는 뇌손상, 뇌졸중, 퇴행성 뇌질환, 두경부암,

를 비교하고, 연하기능과 음성기능의 상관성을 확인하여 음

호흡기계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

성기능 검사가 침습과 흡인의 정도를 선별할 수 있는지 알

는 합병증으로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거나, 흡인성 폐렴을

아보고자 한다.

1,2

일으켜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 국내에서는 연하장애
의 기능 상태 수준과 치료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하장
애 선별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연하장애 재활치료는 다양
한 병원종별의 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대상으로 적용되고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있다 . 이에 연하장애 기능상태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비

본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A병원에서

디오 투시연하검사(이하 VFSS), 광섬유 내시경적 연하검사

연하장애로 의심되어 VFSS에 의뢰된 60명의 환자를 대상

(이하 FEES) 등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검사 중 조영제

으로 하였으며 동의서 오기 및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중도

사용으로 인한 침습위험, 고가의 장비, 안전성 등으로 설치

탈락한 5명을 제외한 총 55명이 최종 포함되었다. 선정 기

가 어려운 병원이 많고, 검사 표준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준은 다음과 같다.

4,5

있다 .

첫째, 지시 따르기가 가능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환

연하장애 선별검사에 대한 선행연구의 체계적 고찰에서

자, 둘째, 만 20세 이상의 성인, 셋째, 청력 장애가 없는 자,

는 구인두의 감각운동 기능, 구음장애, 구역반사, 삼킴 후

넷째,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자, 다섯째, 본 연구 참

목소리 변화 또는 기침반응, 삼킴 반사 등의 임상적 특징을

여에 동의한 자.

6

확인한다고 하였다 . 연하장애 선별검사를 통해 흡인을 예
측하여 뇌졸중 관련 폐렴과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2. 연구 도구

연구들이 있으나 선별검사의 시기나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1) 발성기능 검사

6-8

서는 현재까지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

후두와 호흡계 주위 근육의 협응을 통하여 소리를 만드

무증상을 포함한 흡인은 삼킴 과정에서 성대 수준 밑으
로 음식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1,2,5

수 있다

. 특히 성대는 기도의 밸브로 삼킴 과정에서 흡
9

는 기능이다.

(1) 최대발성강도(Maximal voice intensity: 이하 MVI)
대상자의 입술에서 30 cm 간격을 두고 삼각대 위에 디지

인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 흡인 증상이

털 음성 측정기(DAP Digital Sound Level Meter)를 설치

있는 경우 성대강화훈련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가

였다. 배경 소음없는 조용한 치료실에서 본인이 낼 수 있는

10-13

. 연하 과정에서 성대의 중요한 기능에

가장 큰 소리를 /a/ 발음으로 낼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

도 불구하고 연하장애 선별검사로 음성의 기능을 평가하여

과정을 1회 시범을 보이고 2-3회 연습 한 뒤에 1분 간격으

연하장애 정도나 흡인과의 관련성을 예측하는 연구는 상대

로 3회 측정한 후 가장 최대 발성한 음성 신호(dB SPL)를

적용되기도 한다

14,15

적으로 많지 않다

11,18,22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체계에서는 음성기능(b310)을
음성을 산출하는 ‘발성 기능’과 ‘음성의 질에 대한 기능’으
16

.

(2) 최대발성지속시간(Maximum Phonation Time:
이하 MPT)

로 분류하고 있다 . 그 중 발성기능은 후두와 호흡계 주위

최대흡기 후 평소 일상대화의 수준인 중간 소리 모음 /a/

근육의 협응을 통하여 소리를 만드는 기능으로 간단한 장비

를 최대한 길게 지속 발성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1회 시범

로 발성의 강도, 지속시간에 대해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을 보이고 2-3회 연습 한 뒤에 발성의 지속시간을 타이머를

있기 때문에 진료 및 치료실에서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하

이용하여 ‘초’단위로 측정하였다. 1분 이상 휴식시간을 두

13,17,18

고, 변수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고 모음 /a/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소리를 내도록 하였고,

한 음질 평가를 통해 인두기 기능을 예측한 연구에서는 주파

3회 시도하여 가장 길게 발성한 값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수변동률(Jitter), 진폭변동률(Shimmer), 소음대배음 비율

하였다

(Noise to Harmony Ratio)을 측정하여 평균 음성 변동률과

2) 음질 검사

11,13,23

.

진폭 변동률이 침습-흡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선

음질에 대한 기능은 높낮이, 공명 및 기타 특성을 포함한

별검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나 객관적 지표로 사

음성의 특징을 만드는 기능으로 정의된다 . KAY PENTA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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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Visi-Pitch IV (Model 3950B)를 이용하여 주파수변동

법과 상태에 따라 임상적으로 연하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율(Jitter), 진폭변동률(Shimmer), 소음대배음 비율(Noise

에 좋은 척도이다. 각 단계마다 식이 방법, 필요한 감독의

15,20,24

to Harmony Ratio)로 음질을 측정하였다

.

정도, 보상적인 전략 사용이 포함되어 있는 다차원의 도구

(1) 주파수변동율(Jitter)

이다. 1단계가 연하장애가 가장 심한 것을 의미하고 7단계는

Jitter는 음성주기(F0의 섭동)의 불규칙한 지속 시간을 나

정상적으로 독립적 식이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ASHA-

타내며 성대의 불규칙한 떨림과 관련이 있다. 높은 Jitter는

NOMS는 VDS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타당도가 높은 척도이

연속적인 사이클이 동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백분율로 나

다

29,30

.

19

타내며 정상치 기준은 N＜1.040이다 .

3. 연구 절차

(2) 진폭변동률(Shimmer)
Shimmer는 진폭 섭동을 나타내며 값이 높으면 스피커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인간 대상자의 윤리적 연구

가 연속적인 음성주기에서 일정한 진폭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이용에 관한 관련 기관의 규제를 지켰으며, 의학연구윤리심

19

의미한다. 정상치 기준은 N＜3.810이다 .

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대상자는 연하장애로 의심되어

(3) 소음대배음 비율(Noise to Harmony Ratio:
이하 NHR)

VFSS에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명의 검사자가

NHR은 연속적인 음성주기의 파형 모양의 고조파를 나

섭식상태는 ASHA-NOMS 단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

타내며 신호의 백색 잡음 양에 대한 고조파 양을 나타낸다.

른 1명의 검사자는 휴대용 발성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최대

19

녹화된 VFSS 영상을 통해 PAS와 VDS 점수를 분석하였고,

정상치 기준은 N＜0.190이다 .

발성강도, 최대발성지속시간을 검사하였고, 또 다른 검사자

3) 연하기능 검사
(1) 비디오투시 연하장애 척도(Videofluoroscopic
Dysphagia Scale: 이하 VDS)

는 Visi-Pitch를 이용하여 음성의 질을 분석하였다. VFSS

VDS는 VFSS 영상을 분석하여 구강기와 인두기의 삼킴
기능을 평가하며, 총 1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술폐쇄,

와 음성검사를 실시한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만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4. 분석방법

식괴 형성, 저작, 실행증, 혀구개 접촉, 미성숙유출, 구강통

본 연구에서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

과시간, 인두기 유발, 후두개곡의 잔여물, 후두상승, 이상동

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의 잔여물, 인두벽 코팅, 인두통과시간, 흡인에 대해 점수를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PAS점수를 기준으로 침습군과 흡

산정한다.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점수가 낮

인군으로 분류한 후 연하기능(VDS, ASHA NOMS)과 음성

25

을수록 정상을 의미한다 . 민감도는 91%, 특이도는 92%로
26

연하장애를 예측하기에 유용한 도구이며 , 평가자 간 신뢰
25

기능(MVI, MPT, Jitter, Simmer, NHR)에서 집단간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하
였다. 연하기능과 음성기능의 연관성은 Spearman 상관분

도는 .55이다 .

(2) 침습-흡인 척도(Penetration-Aspiration Scale:
이하 PAS)

석을 이용하여 연하기능(PAS, VDS, ASHA NOMS)과 음성

PAS는 성대주름을 기준으로 후두 통과와 기도 흡인 여부

알아보았다. 또한 무증상 흡인군에 대해 Receiver Operating

에 따라 8단계로 구분되며 단계가 높을수록 침습-흡인 증

Characteristic (ROC) curve analysis를 통해 분류기준점

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1점은 정상범위, 2-5는 침습, 6-8은

(Cut-off score)에 따른 Area Under the Curve (AUC), P

흡인으로 판정하며, 특히 8점은 무증상 흡인이 있는 것을

value, 95% CI, 민감도, 특이도를 분석하였으며, Youden

5,9,27

의미한다

. 삼키는 동안 기도 침습과 흡인의 정도를 설

명하고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뢰도, 타당도 있는 표준

기능(MVI, MPT, Jitter, Shimmer, NHR) 간의 상관관계를

Index (민감도+특이도-1)를 사용하여 가장 큰 값의 점수를 분
류기준점으로 하였다(Perkins & Schisterman, 2006).

9,28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3) 미국 언어청각협회 연하척도(American SpeechLanguage Hearing Association National Outcome
Measurement System Swallowing Scale: 이하
ASHA-NOMS)

연구 결과

1-7점 척도로 이루어진 ASHA-NOMS는 환자의 식이 방

15명(27.3%)이었으며, 나이는 평균 65.95±12.2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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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자 특성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자 40명(72.7%),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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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장애 발병일은 평균 1.58±0.81개월이며, 질환은 뇌졸

음질의 기능 중 Jitter는 2.91±4.77/ 6.01±6.46 (P＜.006),

중 30.9%, 뇌 관련 질환 14.55%, 종양 12.73%, 파킨슨 병

Shimmer는 7.86±6.72/ 12.54±9.25 (P＜.006), NHR는

9.09% 순으로 뇌졸중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 그

0.28±0.33/ 0.38±0.37 (P＜.021)로 차이가 있었다.

룹은 PAS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2-5점은 침습군 19명
(34.55%), 6-8점은 흡인군 36명(65.45%)으로 분류하였다.
두 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Table 1)

3. 연하기능과 음성기능의 상관관계
연하기능과 음성기능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PAS와 MVI,
MPT, Jitter, Shimmer, NHR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

2. 침습과 흡인 그룹간 연하기능과 음성기능의 차이
비교
침습과 흡인군 간 연하기능과 음성기능의 점수 차이를 비교
한 결과, 집단간에 모든 점수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 연하기능의 VDS는 29.32±21.26/

를 보였다(P＜.05; P＜.001). 또한 VDS와 MVI 간(P＜.05),
ASHA NOMS와 MVI (P＜.05), ASHA NOMS와 Shimmer
(P＜.05)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4. 무증상 흡인에 대한 음성기능검사의 분류
기준점과 민감도 및 특이도 결과

49.53±18.32 (P＜.001), ASHA NOMS는 4.26±1.69/ 2.33±

무증상 흡인을 선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성기능검사

1.69 (P＜.000), 발성기능의 MVI는 82.78±12.08/ 66.66±

에 대한 ROC 분석을 한 결과, 무증상 흡인을 선별하는 유

11.69 (P＜.000), MPT는 9.25±5.02/ 4.76±3.49 (P＜.001),

의한 검사는 Jitter와 Shimmer로 나타났다. AUC는 Jitte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5).
Total
N (%)
Age, yrs (mean±SD)
Sex, male/female
Period since dysphagia (month)
Cause of dysphagia, n (%)
Stroke
Brain damage
Cancer
Parkinson’s disease
Organ transplantation
Respiratory disease
Others

Penetration Group

Aspiration Group

19 (34.55)
62.26±17.18
13/6
1.42±0.77

36 (65.45)
67.89±8.18
27/9
1.67±0.83

9
3
1
0
0
0
6

8
5
6
5
4
1
7

55 (100)
65.95±12.21
40/15
1.58±0.81
17
8
7
5
4
1
13

(30.91)
(14.55)
(12.73)
(9.09)
(7.27)
(1.82)
(23.64)

Penetration Group: PAS 2-5; Aspiration Group: PAS 6-8.
Statistically significant **P value＜.01, ***P＜.05.

Table 2. Comparison of group about swallowing and voice function (N=55).

Swallowing function

Voice production
Voice quality

Parameter

Penetration Group (N=19)

Aspiration Group (N=36)

P value

PAS
VDS
ASHA-NOMS
MVI
MPT
Jitter
Shimmer
NHR

3.37±1.21
29.32±21.26
4.26±1.69
82.78±12.08
9.25±5.02
2.91±4.77
7.86±6.72
0.28±0.33

7.56±0.61
49.53±18.32
2.33±1.69
66.66±11.69
4.76±3.49
6.01±6.46
12.54±9.25
0.38±0.37

.000
.001
.000
.000
.001
.006
.006
.021

PAS: Penetration-Aspiration Scale, VDS: Videofluoroscopic Dysphagia Scale, ASHA-NOMS: American Speech-Language Hearing
Association National Outcome Measurement System Swallowing Scale, MVI: Maximal Voice Inensity, MPT: Maximun Phonation Time,
NHR: Noise to Harmony Ratio.
JKDS Vol. 12, No.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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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between PAS score and voice function.
Voice production

Voice quality

Parameter
MVI
PAS
VDS
ASHA NOMS

-.732**
-.304*
.294*

MPT
-.570**
-.108
.096

Jitter

Shimmer

NHR

.471**
.201
-.265

.344*
.262
-.333*

.344*
.204
-.263

PAS: Penetration-Aspiration Scale, VDS: Videofluoroscopic Dysphagia Scale, ASHA-NOMS: American Speech-Language Hearing
Association National Outcome Measurement System Swallowing Scale, MVI: Maximal Voice Inensity, MPT: Maximun Phonation Time,
NHR: Noise to Harmony Ratio.
Statistically significant **P value＜.01, *P＜.05.

Table 4. ROC analysis according to the prediction of silent aspiration risk (N=22).
Parameter

AUC

Cut off value

SE

P value

95% CI

Sensitivity (%)

Specificity (%)

Jitter
Shimmer

.747
.668

4.9375
10.0405

.069
.074

.002
.036

.612-.881
.522-.814

54.5
59.1

87.9
72.7

Fig. 1. Specificity and sensitivity lines ROC curve of silent aspiration risk.

(0.747, P＜.002), Shimmer (0.668, P＜.036)였으며, 무

연하장애 환자는 기도 폐쇄, 영양 실조 및 폐렴 등의 합병

증상 흡인을 예측하는 분류 기준점은 Jitter는 4.9375점을

증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 특히 뇌졸중 환자의

기준으로 민감도 54.5%. 특이도 87.9%, Shimmer는

8.7%-26.9%에서 흡인으로 인한 흉부 감염이 보고되고 있

10.0405점을 기준으로 민감도 54.5%. 특이도 87.9%였

어 연하장애가 중요한 임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Table 4, Fig 1)

에는 입원 초기에 경구 섭취 전 연하장애 선별 검사를 시행

6

40,41

. 최근

하는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뇌졸중과 관련된 폐렴(SAP)의

고찰

7,31

발생률을 낮추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

임상에서는 연하장애를 선별하기 위해 삼킴 후의 기침반
본 연구에서는 침습과 흡인군간 음성기능의 차이를 비교

응, 지연된 삼킴 반사, 구강기의 기능 저하, 구강안에 잔여

하고, 연하기능과 음성기능의 상관성을 확인하여 음성기능

물 유무 등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하 기능의 중증

검사가 침습, 흡인과 무증상 흡인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

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그 중 음성 기능을 평가하여 흡인

보고자 하였다.

유무를 판별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JKDS Vol. 12, No.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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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후 음성기능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는 비교적

서는 Jitter. Shimmer, NHR 변수를 통해 침습-흡인을 예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삼킴 후 “젖은 목소리”, “거글거리

측할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NHR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는 목소리” 같은 음성의 질 변화는 침습 및 흡인과 관계가

였다고 하였다 . 또한 Rajappa 등의 연구에서는 무증상 흡

32,34,36

있음을 보고하였다

20

. 다만, 음성의 질을 확인하는 것이

인(PAS 8)과 음질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는데 음성에서 연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음

속적인 사이클이 동일하지 않고, 연속적인 음성주기에서 일

성에 대한 지각 및 청각 측정은 검사자 간 낮은 신뢰도를

정한 진폭을 유지할 수 없으며, 신호의 백색 잡음 양에 대한

15,32,33

보인다고 하였다

. 또한 삼킴 후 음성의 질 변화는 음

식의 성상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음성의 질을 확인하는 단일
검사로는 연하장애 정도를 선별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연구
32-35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고조파의 양이 많아 불량한 음질 상태이기 때문에 흡인의
20,46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

연하기능과 음성기능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PAS는
MVI, MPT, Jitter, Shimmer, NHR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

음성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음성의 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의 연구에서도 연하장애 환자

대강도, 최대지속시간뿐 아니라 Dysphonia Severity Index,

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인 집단에 비해 쉰 목소리나 거친 소

Voice onset time, Pitch elevation 등 발성기능에 대한 다양

리 같은 음성적인 변화를 보이고 Jitter, Shimmer와 같은

한 변수를 통해 연하기능을 예측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변동율 파라미터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NHR과도 상

10,13,23,35,37,38

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

, 성대에 의해 생성된 음향 신호의 분석을 통해
15,20,24

음질에 대한 변수들을 평가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45

.

연하기능과 음성기능 간 관련성은 치료 효과에 대한 연

그러나 현재까지 연하기능을 선별하는 데 있어 음성 기능을

구를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정상 노인군과 파킨슨 환자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연하기능과 음성기

를 대상으로 음성강화 훈련을 시행하였을 때 연하기능의 향

능간에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상과 흡인성 폐렴의 발생율 감소가 있다고 하였고

12,17

, 파킨

19

슨 환자의 음성기능훈련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서는 음성기

본 연구에서는 연하장애 환자의 음성기능을 분석한 결과

능 강화 훈련을 했을 때 성대기능이 향상되어 언어기능뿐

침습군과 흡인군에서 발성기능(MVI, MPT)과 음질(Jitter,

아니라 연하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연하

Simmer, NHR)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샤케어 운동이 상설골근과 후두의

MVI는 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는 능력으로 공기 흐름을 막는

움직임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음성기능을 향상시켰다고 하였

다 .

11

11

10

후두 밸브의 기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G.H. McCullough

다 . 그러나 음성기능과 연하기능의 관련성은 변수에 따라

등은 쉰 목소리나 잠긴 목소리보다 발성장애의 유무가 흡인

다양한 결과로 보고하였는데, Lim 등과 Satoshi Yamaguchi

32

의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선행

등 연구에서는 MPT가 PAS뿐 아니라 구강, 인두기능 모두에

연구에서는 흡인이 있는 환자에서 MPT가 유의하게 짧기

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 반면

13,39

때문에, 흡인의 지표로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13,39

, Ko 등의 연구에

. MPT는

서는 MPT가 구강 인두기능과 상관관계가 있으나 PAS와는

호흡과 성대의 협응력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 또한, 본 연구 결과에

속적으로 삼키는 과정에서 성대 폐쇄를 유지시켜 흡인을 방

서는 발성과 음질에 대한 변수가 PAS와 상관관계를 보인

12

23

지하는 주요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된다 . 본 연구에

반면 VDS, ASHA와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관련성이

서도 침습군에 비해 흡인군의 MPT가 유의하게 짧았던 것

없었는데 이는 VDS와 ASHA는 전반적인 구강과 인두의 연

은 호흡과 성대기능의 협응 저하로 인해 삼키는 동안 성대

하기능을 통합하는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상대

의 폐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적으로 성대 기능을 나타내는 음성 변수들이 침습-흡인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나타내는 PAS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질의 기능에 대해 침습군과 흡인군에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연하기능과 음성과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Jitter, Shimmer, NHR 값 모두

관련성에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으로 향후 잘 설계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된 조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는 그 결과를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De Bruijn 등은

연하장애 선별검사 시 임상적으로 대상자에게 침이나 음

Visi-Pitch를 이용하여 침습군과 흡인군간 음질의 차이가

식을 삼키게 한 후 기침이나 사래 증상이 나타난다면 검사

있는지 분석한 결과 Jitter, Shimmer, NHR 값의 차이는

자가 흡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목소리 변화를 인지

19

연하기능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 Ryu 등의 연구에

하여 침습과 흡인을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무증상 흡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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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급성

결론

기 병원에 입원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환자 중 58.2%
41

에서 무증상 흡인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 VFSS에서

연하장애 환자에서 침습군과 흡인군의 발성기능과 음질

흡인으로 판정되는 소아환자의 89%에서 무증상 흡인이 나

을 포함한 음성기능 점수는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42

타났다고 하였다 . 본 연구에서도 PAS 점수가 6-8점으로

이가 있었으며, PAS 점수와 음성기능 검사에도 모두 유의한

흡인으로 판정된 환자 36명 중 61%인 22명이 무증상 흡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음질 변수를 통해 무증상 흡인을

(PAS 8점)으로 나타났다.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임상에서 활용

본 연구에서 음성기능으로 무증상 흡인을 예측할 수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ROC Curve analysis를 통해 분류기

가능한 다면적 음성기능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선별검사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준점을 알아 본 결과 무증상 흡인군을 선별할 수 있는 유
의한 음성 변수는 Jitter와 Shimmer로 AUC가 J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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