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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통계청 자료(1994)에 의하면 뇌졸중은 급속한 의학의 발달과 여러 방면의 치료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그 발병율이 증가하여 최근 우리 나라의 사망 원인 1위인 순환계 질환의 하나이다.

Groher and Bautman (1986)은 병원에 입원한 뇌졸증 환자들 중 약 12- 13%가 삼킴장애를 보인

다고 하였으며 T easell, Bach, and McRae (1994)는 병원에 입원한 25- 45%의 뇌졸중 환자들이

발병 후에 삼킴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연령일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삼킴장애는 특히 뇌간이나 전반부 피질에 병변이 있는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보고되고 있다

(Logemann, 1983). Buchholz (1994)는 그의 연구 논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신경장애로 인

한 삼킴장애는 뇌실변연경색(periventricular infarct )이나 뇌간졸중(brain stem stroke)에 의한 것이

라고 했다. 또한 그는 연수마비(bulbar palsy), 가성연수마비(pseudobulbar palsy)나 이 둘을 합해

놓은 마비 증상들은 점진적이고 퇴행성삼킴장애(dy sphagia)와 마비성말장애(dy sarthria)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삼킴장애는 음식물이 구강, 인두와 식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

다. 즉, 음식물을 안전하고 편하게 삼키고,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며, 구강의 타액을 분비하고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음식물 삼키기 과정은 구강준비단계(oral preparatory

phase), 구강단계(oral phase), 인두단계(pharyngeal phase), 그리고 식도단계(esophageal phase)로

나눌 수 있다(Logemann, 1983). 구강준비단계는 음식물이 입안으로 들어오면 씹고 침과 섞어서

삼키기 좋은 분량으로 나누어 인두 쪽으로 옮기는 준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는 삼차신경(CN

V), 설인신경(CN IX), 그리고 미주신경(CN X)이 입안에서 음식물을 느끼고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강단계는 혀가 음식물을 입에서 인두로 옮기면서 삼킴반사를 일으킬 때까지의 과

정을 말한다. 구강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신경들은 저작운동을 주관하는 삼차신경, 얼굴

표정과 관계 있는 안면신경(CN VII), 그리고 혀와 관계 있는 설하신경(CN XII)이다. Logemann

(1983) 에 의하면 구강단계는 최대 1초가 걸린다고 한다. 인두단계는 연구개(velum)와 상인두 수

축근(superior pharyngeal constrictor )에 의해 비인두폐쇄가 이루어지고 후두개(epiglottis) 와 진성

대(true vocal folds)가 닫힌 후, 인두의 근육들이 연동운동을 하며 음식물을 식도로 안전히 옮기

는 과정을 말한다. Logemann (1983)에 의하면 이 인두단계 역시 최대 1초가 걸린다고 하였으며

음식물 삼킴은 음식물이 식도로 옮겨짐으로써 끝나게 된다.

음식물 섭취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뇌신경들은 말의 산출시에도 관여하게 되는데 특히, 마

비성말장애는 호흡, 발성, 조음에 필요한 삼차신경, 안면신경, 내이신경(VIII),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그리고 설하신경의 작용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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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장애 환자의 삼킴곤란 여부는 침 흘림, 식사 중 기침, 목에서의 음식 걸림, 코로의 음

식물 역류, 발성장애나 마비성말장애 같은 신호로 알 수 있다. 또한, 한 연구 (Gordon, Hew er &

Wade, 1987)에서는 뇌졸중 후에 나타나는 흡인 증상이 폐렴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흡인성 폐렴은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신경장애의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흡

인 증상의 발견은 폐렴, 영양실조와 탈수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

므로 최근 선진국의 경우 임상에서 삼킴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을 미리 색출해 냄으로써 흡인성

폐렴 같은 부작용의 발생율을 줄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삼킴장애에 대한 치

료는 비위관(nasogas- tric tube)이나 위루조성술(gastrostomy )을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영양 상태와 건강을 유지하려면 입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킴장애의 성질, 뇌졸중의 병변과 삼킴장애 발병율의 관계, 그리고 연령과 발병율의 관계를 조사

하고 병상 삼킴검사(bedside sw allow ing evaluation) 및 Videofluroscopic Sw allow ing Study

(VSS )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199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담당

의사에 의해 삼킴장애가 의심되어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에 검사를 의뢰한 84명 의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84명 중 남자는 53명(63.0%)이었고, 여자는 31명(36.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6.7세였다. 연령 집단별 분류는 <표 - 1>과 같다.

<표 - 1> 연구 대상자의 분류 (단위: 명)

연령 (세)

성별
41- 50 51- 60 61- 70 71- 80 81 이상

여 2 3 9 9 8
남 3 13 23 14 0

발병 원인은 뇌경색이 52명(61.9%)이었으며, 뇌출혈이 32명(38.0%)이었다. 발병 횟수는 첫

번째 발병인 환자가 57명(67.8%)이었고, 두 번째 발병인 환자가 12명(14.2%), 세 번째 발병인 환

자가 15명(17.8%)으로 첫 번째 발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발병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으며 성대마비 같은 이비인후과적 문제들은 없었다. 병변 부위별 분류는 <

표 - 2>와 같으며 기저핵 손상이 25명(29.7%), 중대뇌동맥 손상이 28명(33.3%)과 뇌간 손상이

18명(21.4%)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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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발병 부위별 분류 (단위: 명)

손상측

병 변
왼쪽 오른쪽 양측

전두엽 (F ront al) 2 2
기저핵 (Basal gan glia ) 14 8 3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 20 5 3
뇌간 (Brain st em ) 16 2
소뇌 (Cerebellum ) 8 1

2 . 절 차

삼킴장애에 대한 평가는 1명의 언어임상가가 1차적으로 혀의 움직임, 발성의 질, 설골의

움직임, 체중 감소, 침 흘림, 마비성말장애의 유무, 실어증의 유무와 실행증의 유무를 관찰하는

병상 삼킴검사를 실시한 후 구강단계와 인두단계의 기능을 알아보고 흡인의 유무와 원인을 규명

하기 위하여 VSS를 실시하였다. 검사 자료는 삼성 SV9900S 비디오테이프 리코더에 녹화했으며

삼킴동작의 시간은 F or - A VT G- 55B 비디오 타이머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검사를 위해서

환자들에게 묽은(thin liquid), 걸쭉한(thick liquid), 퓨레(puree)와 반고형(semi- solid)의 음식물들

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 맞도록 영양사와 협의하여 홍차, 과일넥타, 감자으깸과

죽을 제공하였다. 이때 대상자들은 앉은 자세에서 외측면과 전후면에서 삼킴동작을 검사하였다.

검사시에는 각 음식물을 액체형 바륨(liquid barium ) 또는 페이스트형 바륨(Esophatrast )과 3:1로

섞은 후 각각 2cc와 6cc를 대상자에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삼킴장애 증상들은 구강준비단계, 구강단계, 인두단계와 식도단계로 분류하였다.

입에서 음식물을 인두까지 옮기는 시간은 음식물을 자발적으로 뒤로 옮겨 전방협구궁(anterior

faucial arch )에 닿는 시간을 측정하였고, 음식물이 인두단계에서 식도로 옮겨지는 시간은 전방협

구궁에서 식도까지 음식물이 이동하는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구강준비단계에서는 주로 음식물의 저작 과정과 입 밖으로 흘리지 않는지의 여부를 관찰

하였다. 구강단계에서는 음식물의 이동과 이를 위한 혀의 움직임을 관찰하였으며 인두단계에서는

삼킴반사, 흡인, 후두개곡(vallecular space)과 이상동(pyriform sinus)의 잔여물, 설골의 움직임,

성대의 닫힘, 인두벽의 연동운동을 관찰하였다. 흡인은 음식물이 진성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정의했다.

III. 결과 및 논의

병상 삼킴검사의 결과 발병 원인이나 발병 부위와 관계없이 혀운동의 제한을 갖고 있는

환자가 43명(51.1%), 젖은 목소리(w et voice quality )를 보인 환자가 31명(36.9%), 기식음을 보인

환자가 15명(17.8%), 체중 감소를 보고한 환자가 40명(47.6%), 침 흘림을 보인 환자가 35명

(41.6%), 마비성말장애를 보인 환자가 24명(28.5%), 실어증을 보인 환자가 35명(41.6%)으로 병상

삼킴검사시 검사된 항목 중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혀 운동의 제한은 병변이 왼쪽 소뇌 8명, 왼

쪽 뇌간 5명, 왼쪽 중대뇌동맥 7명과 왼쪽 기저핵 10명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젖은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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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위의 손상 환자들 중 왼쪽이나 양쪽 뇌 손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보였으며, 기식음은

특히 기저핵의 뇌졸중을 보인 환자들에게서 관찰되고, 정상적인 목소리는 병변이 오른쪽 뇌간 1

명, 오른쪽 중대뇌동맥 3명과 오른쪽 기저핵 3명 환자들에게서만 나타났다. 침 흘림은 병변이 왼

쪽 소뇌 6명, 왼쪽 뇌간 6명, 왼쪽 중대뇌동맥 10명과 왼쪽 기저핵 6명의 환자에게 관찰되었다.

마비성말장애는 병변이 왼쪽 뇌간 8명의 환자에게서, 그리고 실어증은 병변이 왼쪽 뇌간 8명, 왼

쪽 중대뇌동맥 13명, 왼쪽 기저핵 6명에게서 주로 관찰되었다. 병상 삼킴검사 결과는 <표 - 3>과

같다.

삼킴장애의 특성을 보면 인두벽 연동의 저하로 인한 후두개곡의 잔여물(valle- cular

residue)이 67.8% (57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1.9% (52명)가 삼킴반사가 지연되었다.

39.2%를 차지하는 33명의 환자들은 구강단계와 인두단계의 문제들을 같이 보였으며 37명(44.0%)

의 환자들에게서 흡인이 관찰되었다. 흡인의 양상은 음식물을 삼

키는 과정에서의 흡인과 무의식적 흡인(silent aspiration)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삼키는 과정에

일어난 흡인은 33.8%인 중대뇌동맥의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무의식적 흡인은

뇌간의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41.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 3> 병상 삼킴 검사 결과 (단위: 명)

뇌병변
증상

기저핵
(Basal ganglia)

중대뇌동맥
(Middle
Cerebral
Artery)

뇌간
(Brain stem)

소뇌
(Cerebellum)

전두엽
(Frontal)

Lt . Rt . Bil. Lt . Rt . Bil. Lt . Rt . Lt . Rt . Lt . Rt .
혀운동 제한 10 3 1 7 5 1 5 1 8 2

목소리

normal 3 3 1
w et 3 1 3 5 1 3 6 6 1 2
hoarse 2 2 1
breathy 2 4 1 4 2 2
strain 1 2 1

설골움직임지체 9 5 1 4 1 1 11 7 1
체중 감소 11 2 9 10 5 1 2
구토반사의
저하 및 사라짐 4 1 2 9 2 2 11 1 4 1 1

침흘림 6 1 10 2 6 1 6 1 1 1
마비말장애 3 2 1 2 2 8 1 5
실어증 6 1 1 13 2 8 2 2
실행증 3 4

삼킴장애를 보인 대상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보인 병변은 중대뇌동맥 28명(33.3%), 기저핵

25명(29.7%), 뇌간 18명(21.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1세 이상, 여성 61세 이상일 경우에 삼

킴장애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검사 결과 두 번째 발병한 12명 중 오른쪽과 양쪽 중대뇌동맥, 오른쪽 기저핵의 뇌졸중을

보인 환자들을 제외한 7명의 환자가 입으로 식사가 가능했으며, 세 번째 발병한 15명 중 왼쪽 소

뇌, 왼쪽 뇌간, 양쪽 중대뇌동맥, 왼쪽과 오른쪽 기저핵의 뇌졸중을 보인 환자들을 제외한 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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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입으로 식사가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중대뇌동맥과 기저핵의 뇌졸중 환자들

이 한 번 이상 발병할 경우 입으로 하는 식사가 불가능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84명의 환자들 중 입으로 식사가 가능하였던 환자들은 50%인 42명이었다.

삼킴장애에 대한 검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검사를 통하여 흡인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가려내는 것이며, 둘째로 흡인을 방지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영양실조를 막는 것이다

(Groher , 1992). 본 연구에서도 삼킴장애의 검사는 병상 삼킴검사만이 아닌 VSS를 같이 실시하

여 흡인 증상 특히, 무의식적 흡인의 증상들을 알아내어 뇌졸중 후의 흡인성 폐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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