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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screening dysphagia questionnaire for elderly people.
Method: Initial questionnaire for mastication and swallowing function of elderly people were composed of 20
questions. Total of 30 expert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Delphi survey, including physiatrists, occupational
therapists and dietitians. Modified Delphi method was performed into two rounds. Twenty young adults and twenty
elderly volunteers were tested with these items and were compared with other pre-existing tests. Also, validity of
selected evaluating items was tested using VFSS.
Result: For the first round of surveys, a consensus was reached on 72.5% of the questionnaire. Final agreement
was reached on 98% of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first round survey with the 20 evaluation items and
second round showed that the content validity ratio (CVR) and stability were high enough and met the criteria of
consistent agreement from a group of specialists. The final round survey following the 1st and 2nd round survey
was implemented, which finally reduced to 14 items from initial 20 items. The researcher allocated the items into
the 3 categories. The score of the developed item were highly correlated with that of the pre-existing screening
questionnaire and time parameters of the VFS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core.
Conclusion: We developed a screening tool for evaluation of chewing nad swallowing function for the elderly
people. Though it is necessary to be verified through large scale clinical studies, it may be simply applicable to the
elderly people with mastication and swallowing dysfunction or could be evaluated by caregivers. (JKDS 2017;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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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2015년 노인인구
는 662만4천명으로 전체의 13.1%, 2060년에는 40%대에
1
다다를 전망이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고령자가 증

서론
우리나라 노인은 법률적으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

투고일: 2016년 11월 25일, 심사일: 2017년 1월 3일, 게재확정일: 2017년 1월 3일
책임저자：김돈규,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06973) 중앙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Tel: 02) 6299-1866, Fax: 02) 6298-1866
E-mail: donkim21@cau.ac.kr

25

Copyrights ⓒ The Korean Dysphagia Society,
2017.

26

Hyoung Su Park, et al.：Questionnaire for Chewing & Swallowing Function in the Elderly

가하면서 고령 소비자의 요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는 ‘삶
의 연장’보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관심이 더 높다는 것
2
을 의미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이와 같이 건강한 삶을 유
지하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꾸준
한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 등 고령 소비자의 건강 요구
증가는 고령친화식품산업과 관련한 하나의 중요한 변수이
자 시장 성장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 계층의 영양 불량과 면역력 저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 신체 기능 쇠퇴가 주원인이고, 이 중
저작 및 연하기능 저하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고령
자에서 연하곤란은 일반적인 기능 저하 이외에도 인지 기능
의 저하나 상부 운동신경계 질환에서부터 구강 혹은 후두부
3
의 국소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 또한
저작능력과 관련하여 자연치아를 많이 보유한 노인들은 다
양하고 질적으로 나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였으나, 구강상태
가 좋지 않은 노인들은 제대로 분쇄되지 않은 음식물로 인
하여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거나, 저작이 편한 음식물만 섭
취하게 되어 영양부족 위험요소를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었
4
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 더욱이 저작 및 연하 기능
저하로 인하여 식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정신건
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저작 및 연하 기능이 좋지
않은 고령자들은 일반 고령자들에 비하여 우울증 발생률이
5-7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국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저작 및 연하 기
능이 저하된 고령자들을 위하여 일반식을 갈거나 다진 형태
로 제공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식욕을 떨어뜨려 충분한
8
영양공급을 위한 식품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그러
나 국외에서는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 능력에 따른 음
식 고유의 형태나 맛, 식품고유의 풍미를 최대한 유지하면
서도 쉽게 씹거나 삼킬 수 있는 식품 가공기술 개발이 이루
9-12
어지고 있다 . 이러한 저작 및 연하기능 능력에 따라 개
발된 식품을 적절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는 일반적으로 주관적 평가 방법과 객관적 평가
13
방법으로 구분된다 . 국내·외 병원 재활의학과 및 치과
등에서는 환자 상태 및 의료진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14
사용하고 있다 . 고령자용 식품이 가장 많이 발달한 일본
의 경우 고령자의 신체 특성에 맞게 식품을 4단계로 구분하
여 개발 및 판매하고 있고,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와 관련된 문진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협회, 학회
및 기업 등에서 고령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15-18
간이 진단 표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 국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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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는 별도로 수행되고 있고, 연하기
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문진표는 대부분 뇌 손
상 환자 등에서 연하 장애여부를 평가 하는데 사용 되고
19-22
있다 . 이러한 평가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
며 장애가 아닌 노화로 인한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가 사용
22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 국내에서는 고령자용 식품 개발 등
에 대한 연구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개발된 식품을 섭취 및 구매 하고자 하는 고령자 및 보호자
등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의 신체 상태가 어떠한 수준인지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간이 평가 도구 등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고령자용 식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체특성에 따른 적절한 식품을 구매하기 힘든 실정
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저작 및 연하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들은 쉽게 자신의 신체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앞으
로 개발되는 고령자용 식품을 자신의 신체 특성에 맞게 선
택하여 섭취 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노화로 인한 저작 및 연하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의료진 등이 고령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식품을 적합하게 선택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문진표를 개발하고,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 문진표 개발
1) 연구 대상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 문진표를 개발하기 위
하여 수행된 델파이 조사에 대한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에 대한 전문 지식
이 있는 전문가와 관련된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 중 재활의학과 교수, 작업치료사, 영양사로 선
정하였다. 또한 델파이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구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참여자의 대표
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 능력을 반영하여 총 30명(재활의
학과 전문의 10명, 작업치료사 10명, 영양사 10명)을 최종
패널로 선정하였다.
2) 자료 수집
조사 설문지는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2차에 걸쳐 직
접 송부 또는 e-mail을 통하여 전문가 패널에 발송한 후
다시 회수하였으며, 객관식 2점 이하의 점수로 응답한 경우
‘적합하지 않다’고 답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기
간 내 송부 되지 않았을 시 전화 연락을 통하여 응답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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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3)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문진표의 예비 문항 도출
15-17,23
문헌 검색을 통하여 4개의 관련 문진표
를 이용하여
중복된 문항은 제외하고, 총 39개의 저작 및 연하 기능 관
련 항목 추출 후 예비 문항을 도출하였다.
4)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문진표의 세부 항목 선정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의 폐쇄형 질문은 선행연구들의
근거에 따라 고령자의 생리적, 신체적 특성 변화, 저작 및
연하장애 진단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고려하여 저작 기능 9문
항, 연하 기능 9문항, 영양학적 기능 2문항으로 세 가지 영
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반응척도
는 중립적인 답변을 최대한 배제하고 문항 반영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확히 얻기 위하여 4점 척도(‘매우 적합하다’
4점, ‘적합하다’ 3점, ‘적합하지 않다’ 2점, ‘매우 적합하지
않다’ 1점)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전
문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을 혼합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설문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통하여 16개 항목들로 재구성
하였다. 또한 1차 조사에서 얻은 개방형 의견을 2차 설문에
모두 제시하여 보여주고 타 패널의 의견에 대한 동의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여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2차 결과 분석 자료로 3영
역, 14문항의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문진표를 확정하였
다.(Fig. 1)

5) 자료 분석

1, 2차 델파이 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4
점 척도로 산출된 값들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에 대하여 빈
도분석 하였다. 항목의 내용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CVR)로 분석하였는데, 기준에 근
거하여 전문가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 0.33을 기준으로 하
24
였다 . 안정도(stability)는 전문가 패널들의 응답 일치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항목의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
로 나눈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분석하였다.
변이계수가 0.5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 없으며,
0.5-0.8인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고, 0.8인 경우 추가적인
25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검증
1) 개발된 문진표를 이용한 설문조사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문진표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만 20세
이상 39세 미만의 젊은 성인 20명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진표는 훈련된
작업치료사 1명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확인하였다. 설문조
사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진표와 항목 선정에 기초자료로
15-17,23
의 모든 항목에 대
사용되었던 4개의 선행연구 문진표
하여 수행하였다.
2) 비디오투시연하검사
개발된 문진표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2016년 4월

Fig. 1. The delphi approach of
referral consensus for chewing
and swallowing questionnaire.
JKDS Vol. 7, No.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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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 문진표 설문조사 후 비디오투시연하검사
26
27
를 실시하였고, 평가 방법은 Palmer's 와 Logemann 의
프로토콜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대상 식품은 음료
2종류(밤 맛, 팥 맛 각각 8, 30 ml), 고상식품 2종류(연근조
림, 갈비찜 8 g)를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음료의 경우 제공
된 음료를 구강 내 유지시킨 후 삼킴 명령과 동시에 삼키도
록 하였고, 고상식품의 경우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씹은 후 삼키도록 하였다.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각각의 식품은 연구 대상 마다 다른 순서로 제공하였다.
제공된 식품을 입안에 넣기 바로 전부터, 완전히 삼킬 때까
지 녹화된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영상을 전산화 하여 삼킴
과 관련된 시간지표를 1/100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녹화된
비디오 투시 연하 검사 영상을 Image J Program (image
processing and analysis in Java, NIH)을 이용하여,
kinematic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시간 변수는 음료의 경
우 Oral Transit Time (OTT), Pharyngeal Delay Time
(PDT), Pharyngeal response time (PRT), Pharyngeal
Transit Time (PTT), Second Subsequence Duration
(S-S2), Total Duration에 대하여, 고상 식품의 경우 Oral
Processing Time, Post-faucial aggregation time
(PFAT), Valleculae aggregation time (VAT),
Hypopharyngeal transit time (HTT), First Subsequence
Duration, S-S2, Total Duration에 대하여 저장된 프레임
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2회 시
행한 값의 평균값을 취하였다.
3)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비디오투시연하검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2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기존 문진표와 개발된 문진표의 상관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였고, 비디오투시
연하검사 결과는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자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고, 정상 그룹과 기능 저하 그룹을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수검정(Mann whitney U test)을 시행하였다.
유의확률(P-value)은 0.05미만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로 분석하였다.

0.68로, 문항 타당도에 대한 평균값은 3.47, 표준편차는
0.66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수가 30명일 때 적합한 내용
타당도 비율(CVR) 값은 0.33 이상으로, 1차 결과 문항 반
영여부의 CVR은 0.8, 문항 타당도의 CVR은 0.78로 나타
났고, 안정도는 문항 반영여부의 경우 0.20, 문항 타당도의
경우 0.19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각 문항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패널들의 추가적인
의견에 따라 항목들 간에 유사한 의미로 중복되는 항목 중
가장 대표성을 나타내는 항목을 선정하거나,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가 쉬운 내용의 항목으
로 선정하였다.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재구성하였
다. 1차 설문 문항 20개 중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생략
가능한 문항은 삭제하고, 질문에 대한 예시 식품은 패널 의
견을 수렴하여 수정하였다. 2차 설문 결과 3가지 영역에
대하여 문항 반영여부의 평균값은 3.53이고, 표준편차는
0.60로, 문항 타당도의 평균값은 3.47, 표준편차는 0.65로
나타났다. 문항반영 여부의 CVR은 0.76, 문항 타당도의
CVR은 0.74로 산출되었고, 안정도는 문항 반영여부에서
0.17, 문항 타당도에서 0.19로 산출되었다. 또한 2차 설문
조사에서 내용 타당도에 대한 응답 결과 매트릭스를 도식화
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0.3의 안정도 이하로 나와, 전문가
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로 도출된 최종 문진표는
저작, 연하, 영양학적 기능 세 영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CVR과 안정도는 모두 기준에 적합
하여 타당도가 높고,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가 높게 나타

결과
1.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문진표 개발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1차 문진표의 총 20문
항에 대한 문항 반영여부의 평균값은 3.47, 표준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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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trix for positive response results of 2nd roun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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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났다.(Table 1) 각 문항에 대한 척도는 문제가 전혀 없다면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3점으
로 4점으로 구분하였고, 저작 및 연하 기능 저하 구분에
대해서는 총 42점 중 6점 이상이 되면 저작 및 연하기능
저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개발된 문진표를 이용한 설문조사

개발된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문진표를 검증
하기 위하여 20-30대 젊은 연령층과, 65세 이상 고령자 각
각 20명에 대하여 개발된 문진표의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
과, 20-30대에서는 연하장애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령자는 총 0-42점 사이에서 6점 이상이 8명, 6점 이하가
12명으로 나타나 약 50% 정도가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고

Table 1. Final questionnaire.
Item applied
Category
Masticatory
function

Swallowing
function

Etc.

Questionnaire
Feeling oral dryness
Must be put in dentures during
meals
Difficulties with swallowing large
solid food (ex. chestnuts)
Difficulties with chewing small solid
food (ex. nuts)
Avoid hard food, only take a soft
food.
Dropping food from your mouth
while eating.
Food remains on your tongue after
swallowing
Food or liquid siring into the nasal
cavity
Debris remaining in the mouth
Gurgle voice while eating or after
meals
Choking or coughing during
swallowing liquids
Choking or coughing during
swallowing solid foods
Difficulties with swallowing to make
efforts
Weight loss without special events

Validity

Mean

SD1)

Stability

CVR2)

Mean

SD

Stability

CVR

3.04
3.17

0.55
0.70

0.18
0.22

0.59
0.86

2.96
3.08

0.46
0.88

0.16
0.29

0.45
0.72

3.42

0.58

0.17

0.79

3.50

0.59

0.17

0.93

3.38

0.65

0.19

0.66

3.54

0.59

0.17

0.72

3.83

0.38

0.10

0.86

3.75

0.53

0.14

0.72

3.50

0.59

0.17

0.86

3.46

0.66

0.19

0.79

3.42

0.72

0.21

0.72

3.38

0.77

0.23

0.79

3.42

0.78

0.23

0.72

3.38

0.82

0.24

0.72

3.67
3.42

0.64
0.78

0.17
0.23

0.86
0.86

3.54
3.42

0.72
0.78

0.20
0.23

0.72
0.86

3.92

0.28

0.07

0.66

3.83

0.48

0.13

0.79

3.79

0.41

0.11

0.66

3.71

0.55

0.15

0.72

3.83

0.56

0.15

0.72

3.75

0.61

0.16

0.79

3.63

0.72

0.20

0.86

3.33

0.64

0.19

0.66

1)

SD: Standard deviation, 2)CVR: Content validity ratio.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of results score apply on elderly people.

Hwang 2010
Miura et al., 2007
Fukada et al., 2006
Our Survey

Hwang 2010

Miura et al., 2007

Fukada et al., 2006

Our Survey

.940*
.940*
.940*

.985*
.956*

.956*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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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저작 및 연하기능 저하다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특히 많이 선택한 항목은 ‘물이나 음
식물을 삼킬 때 사레가 들거나 기침을 한다’, ‘물을 마실 때
사레가 든다’, ‘밥을 먹을 때 사레가 든다’, ‘씹는 것이 곤란
하다’, ‘딱딱한 음식물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물만 먹는다’,
‘먹는 것이 느려졌다’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된 문진표와 선
행연구 자료 4개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높은
16
17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Fukada 등 과 Miura 등 의 비
23
교에서 0.96으로 가장 높은 관계를 나타내었고, Whang
의 연구에서 개발한 문진표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0.94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2) 비디오투시연하검사
개발된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문진표의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비디오투시연하검사 전 설문조사
를 수행한 결과, 5명은 평균점수 1.2±1.79점으로 정상으로
나왔고, 5명은 8.8±2.28점으로 기능 저하로 나왔다. 두 그
룹을 정상그룹과 기능 저하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각 그룹
에서 음료(밤 맛, 팥 맛), 연근 조림, 갈비찜을 섭취할 경우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디오 투시 연하검
사를 통하여 시간 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Fig. 3, 4와 같다.
음료의 경우 각각 밤 맛, 팥 맛 8, 30 ml를 섭취하였을 때
OTT는 정상 그룹에 비하여 기능 저하 그룹에서 모두 길게
측정 되는 경향을 보였고, PDT, PRT, PTT에서는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능 저하 그룹은 첫 번
째 삼킴 후 두 번째 삼키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정상 그룹보
다 길게 나타났고, 이는 총 섭취 시간에도 영향을 주어 정상
그룹보다 기능 저하 그룹의 섭취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P
＜0.05). 또한 고상식품 중 연근 조림과 갈비찜과 같이 고
령자가 섭취하기 힘든 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두 그룹간
비디오투시연하검사 시간변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First
subsequence duration에서는 HTT를 제외하고 oral
processing time, PFAT, VAT에서 모두 기능 저하 그룹이
정상그룹 보다 길게 측정 되었고, S-S2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총 섭취시간에 영향을 미쳐 총 섭
취시간은 두 그룹간 차이를 보였다(P＜0.05).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노화로 인한 저작 및 연하기능이 저하
된 고령자, 노인 관련 업종 종사자나 보호자, 의료진 등이
고령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문진표 개발이었다. 또한 고령자의 섭식
JKDS Vol. 7, No. 1, 2017

문제에 대하여 저작, 삼킴, 중재, 영양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활의학과 의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의 고령자
관련 경력 패널을 상대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심도 있고 다각적인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질적 조사가 가능
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연하장애와 관련된 선별검사는
연하장애 위험군을 찾아내는데 실용성이 높고, 흡인성 폐렴
의 발생 빈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
내·외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정교화 하기 위한 관심
16,22,23,28-30
. 그러나 그 동안의 연하
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곤란에 대한 연구는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을 중심으로 한
병적 상태에서 사정과 중재에 대한 것이 많았으며 노화 진
행 단계로의 연하곤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노인 재가 시설 및 보호자, 고령자
스스로가 쉽게 수행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개발된 문진표는 국내·외에
서 개발된 재가 노인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표와 비교 결
과 상관계수가 모두 0.9 이상으로 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객관적인 연하기능 평가에 사용되는 비디오투
시연하검사결과를 잘 반영하여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를 위한 선별검사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노화로 인한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의 특징적 변화
는 식괴(bolus)의 이동시간이 지연되고, 인두근의 근력이
감소하여 연하 후 식괴(bolus) 잔여물이 증가하며, 후두로
23
유입되는 식괴(bolus) 양이 증가한다 . 국외에서는 재가노
인의 33%가 연하장애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선별검사를 통해 나타나는 연하장애 위험군의 경우는 재가
노인의 13.8%, 노인요양시설의 경구섭취 노인 중 31.9%인
23,30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2009) 보고
서에서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19.1%가 음식을 삼키지
못하거나 삼키는 중 사레가 드는 연하장애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2014년도 노인실태 조사에서는 노화로 인
한 치아 결핍 등으로 저작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은 51.2%
31
로 나타났다 . 따라서 고령자가 음식 섭취 시 자신의 저작
및 연하 기능에 적합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저작 및
연하 과정이 지연되고 이는 영양부족,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 하여 때로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최근
의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를 간편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문진표 개발, 더
나아가 객관적인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 방법 확립 등은
의료에 대한 사회 비용의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
22
인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문진표
는 저작 및 연하기능, 영양기능의 3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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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feeding sequence between normal and dysfunction group for chewing and swallowing function on beverage. Result
are expressed as mean±SD. *P＜0.05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by the Mann-Whitney U tests. OTT: Oral
Transit Time, PDT: Pharyngeal Delay Time, PRT: Pharyngeal response time, PTT: Pharyngeal Transit Time, S-S2: Second
Subsequence Duration, C: Chestnut flavored drinks, R: Red bean flavored drinks.

JKDS Vol. 7, No. 1, 2017

32

Hyoung Su Park, et al.：Questionnaire for Chewing & Swallowing Function in the Elderly

Fig. 4. Total feeding sequence between normal and dysfunction group for chewing and swallowing function on solid foods. Result
are expressed as mean±SD. *P＜0.05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by the Mann-Whitney U tests. PFAT: Post-faucial aggregation time, VAT: Valleculae aggregation time, HTT: Hypopharyngeal transit time, S-S2: Second Subsequence Duration.

였고, 전문적인 검사 기기 및 검사 비용,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 없으며 각 항목에 가중치를 따로 두지 않아 검사자가
합산된 점수를 통하여 기능 저하 항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병원에 입원한
연하장애 환자 이외에 일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저작 및 연하 기능이 저하된 모든 고령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었다. 각 항목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정상
과 비정상의 기준 점수를 명시함으로써 평가자 간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 문진표는 고령자 자신을 포함하여 보호
자, 의료진 등이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간단하게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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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기능 평가 문진
표는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소견을 잘 반영하면서도 적용이
간편하여,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저하 선별 검사에 사
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반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하다 보니 저작 및 연하 기능 저하 정도에 대한 차이
를 가진 대상자에 대하여 평가하지 못하였고, 저작 및 연하기
능 저하 판단에 대한 선별 도구로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저작 및 연하 기능 저하 단계가 다른 고령 연구 대상자에 대
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문진표 점수에 따라 중증도를 구
분할 수 있다면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저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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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문진표’ 설문지
본 조사는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평가 문진표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능력을 평가하고, 고령자용 식품 개발 등에 활용
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응답해주신 의견은 어르신들의 ‘저작 및 연하 능력’을 평가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조사결과가 고령자용 식품 개발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일
I.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1. 이름:
2. 연령
세(생년월일:
3. 성별: ① 남 ② 여

)

II.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판단 문진표
고령자의 저작 및 연하 기능 문진표
평가지의 총 점수 범위: 0 - 42점 (6점 미만: 정상, 6점 이상: 저작 및 연하기능 저하)
번호
항상 그렇다(3), 자주 그렇다(2), 가끔 그렇다(1), 전혀 그렇지 않다(0)
1

입안에 물기가 없어 마른다.

2

식사 할 때 틀니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크기가 큰 딱딱한 음식(예. 생밤 등)을 치아를 사용하여 씹어 먹을 수 없다.

4

크기가 작은 딱딱한 음식(예. 땅콩 등)을 치아를 사용하여 씹어 먹을 수 없다.

5

씹어 먹는 문제로 인하여 딱딱한 것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물만 먹는다. (예. 밥 대신 죽)

6

음식물을 씹는 동안 입 밖으로 흘리는 경우가 많다.

7

음식물을 삼킨 후에도 입 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다.

8

식사 중에 물이나 음식물이 코로 나온다.

9

삼킨 후에도 음식물이 목에 남아 있는 것 같다.

10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탁한 목소리로 변한다.

11

물(예. 액상)을 삼킬 때 사레가 들리거나 기침을 한다.

12

밥(예. 고형물)을 삼킬 때 사레가 들리거나 기침을 한다.

13

삼키려 해도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간다.

14

특별한 원인(예. 질병, 사고 등) 없이 최근 3개월에 비해 체중이 줄었다.
총 합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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