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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삼킴장애를 보이는 뇌간병변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삼킴기능을 

평가하는 여러가지 지표에서 병변에 따라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36명의 뇌간병변 뇌졸중 환자들을 병변에 따라 중뇌, 뇌교, 연수 병변으로 구분하였고, 10명의 

일반인을 정상대조군으로 삼았다. 삼킴기능 지표로서 인두단계의 정량적 측정을 위해 설골의 

최대 위쪽 이동거리와, STD, PTT를 측정하였고, 인두잔여물 정도 확인을 위해 인두연동작용과 

윤상인두근 이완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침습-흡인 척도(PAS)를 통해 흡인 여부를 파악하

였으며, ASHA NOMS를 이용하여 임상적 중증도를 나누었다. 결과:  15cc 묽은 액체에서의 

STD와 PTT에서 6% 반고형식 15cc와 묽은 액체 5cc에서의 PTT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다양한 지표에서 살펴본 삼킴 기능은 병변에 따라 

대부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삼킴과정과 관련된 해부학적 병변을 알아보는 연구를 함에 

있어 뇌간을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크게 뇌교, 연수로 분류하여 비교하여 알아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377-389.

핵심어:  삼킴장애, 인두 잔여물, 흡인, ASHA NOMS

Ⅰ. 서 론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침 또는 음식물을 

삼킨다. 삼킴(swallowing)이란 우리 몸의 감각과 운

동이 함께 관여하여, 신경계의 활동뿐만 아니라 근육

의 힘과 움직임의 크기 및 방향 등이 연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삼킴과정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몇몇 특정 

현상(예: 흡인, 윤상인두부전 등)을 제외하고는 삼킴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구체적으로 뇌간 내 어떠한 해부

학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는 않다. 현재까지는 뇌간에는 삼킴 기능과 관련이 있

는 뇌신경(cranial nerves)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연수

(medulla)에 중앙패턴생성기(central pattern generator: 

CPG)라고 불리는 삼킴의 중추가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기에 연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

았다. 그러나 뇌간은 뇌에서 가장 아래쪽에서 위치하

고, 아래로는 척수, 뒤쪽으로는 소뇌가 연결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중뇌와 뇌교, 그리고 연수로 구성되어 있

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조적, 기능

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대뇌신경의 핵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혈관장애

로 인하여 나타나는 뇌간의 손상 부위와 범위에 따라

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뇌간의 각 손상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삼킴관련 증

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삼킴의 중추로 알려

진 연수는 척추동맥의 말단에서 후하소뇌동맥, 전하

소뇌동맥 또는 기저동맥에 의해서 혈류를 공급받는

다. 후하소뇌동맥은 척추동맥의 가장 큰 가지이며, 설

하신경을 지난 뒤 미주신경과 설인신경의 뒤쪽을 지

나 소뇌로 들어간다. 후하소뇌동맥은 연수 올리브의 

중간을 지나는 수평단면에서 등쪽 외측에 있는 척수

시상로(spinothalamic tract), 삼차신경척수핵과 척수

로(spinal trigeminal nucleus and tract), 의문핵

(nucleus ambiguus), 하행자율신경로(descending au-

tonomic pathway), 전정핵(vestibular nucleus), 하소

뇌각(inferior cerebellar peduncle) 등에 걸쳐서 분포

하게 되며, 이들 구조가 손상됨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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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나타난다(이원택․박경아, 1996). 후하소뇌동맥의  

경색에 의하여 외측연수경색(lateral medullary infarc-

tion)이 유발되는데, 왈렌버그 증후군(Wallenberg’s 

syndrome)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외측연수경색에서는  

삼킴장애가 51∼94%까지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발병 

후 1∼2개월 이내에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몇몇의 경

우에서는 수개월 혹은 수년간 지속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ydogdu, 2001; Paik, 2008). 외측연수

경색 환자들이 보이는 주요 삼킴장애 증상은 구강단계

보다는 인두단계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의문핵의 손상

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문핵은 미주신경, 설

인신경, 부신경(accessory nerve)에 기여하는 연수의 

망상체(reticular formation)에 있는 핵으로 뇌간의 연

수에 위치하여 삼킴 관련 뇌신경의 운동정보를 조직

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의문핵이 손

상되는 경우에 삼킴과 관련된 연구개, 인두, 후두근에 

마비가 유발될 수 있고, 삼킴 시 상부식도괄약근의 확

장이 제한되기도 한다(Carrau & Murray, 1999). 

연수 하부의 내측에 분포하는 전척수동맥(anterior 

spinal artery)의 경색의 경우에 나타나는 내측연수경

색(medial medullary infarction)에서의 삼킴장애는 

11%(Kim, Kim & Chung, 1995), 또는 29%로(Kameda 

et al., 2004) 외측연수경색에 비하여 낮은 빈도가 보고

되고 있지만, 의문핵이나 설하신경이 연관될 수 있으

므로 외측연수경색에서와 증상의 정도는 비슷할 수 있

다(Kwon, Lee & Kim, 2005).

다음으로, 뇌교는 연수와 연결되어 삼킴기능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뇌교와 삼킴장애의 연관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행

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교는 여러 가지 혈관

에 의하여 혈액을 공급받는데, 앞안쪽(anteromedial)

과 앞가쪽(anterolateral)은 기저 동맥에서, 외측은 전

하소뇌동맥에서, 그리고 후면은 상소뇌동맥에서 각각 

공급받는다. 이처럼 다양한 위치에서 각기 다른 혈류를  

공급받는 뇌교가 손상 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증후

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가장 큰 범위의 

손상을 나타내는 급성 양측 경색은 기저동맥의 폐색에  

의한 손상으로, 안면마비, 혀마비 또는 감각이상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측하부뇌교(lateral 

inferior pons)의 경색의 경우에는 저작근육의 약화나 

삼차신경 감각 변화, 안면신경 약화, 구개 움직임 저하 

등의 증후를 나타내어 삼킴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수

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hung 

& Caplan, 2001), 삼킴의 기전은 양측으로 관여하므로, 

편측 병변의 경우에는 건측(intact) 구조가 기능적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양측  

병변 손상 시에는 좀 더 심한 정도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Kim & Chung, 2001). 이는 삼

킴의 중추로서 작은 병변에 의해서도 심각한 삼킴 장애

를 초래할 수 있는 연수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중뇌는 독립된 구조이지만, 연수나 뇌교와 비교하였

을 때에 좀 더 복잡한 혈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뇌는  

작은 구조임에도, 후대뇌동맥가지와 기저동맥, 그리고  

상소뇌동맥에서 혈류를 공급받고 있으며, 인접 구조들

과 동반된 혈류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중뇌만 손상

되는 경우는 드물다(Kumral, 2002). 또한 중뇌가 국소

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중뇌는 삼킴기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대뇌 피질과의 사이에 

감각 및 운동 정보를 전달과 같은 간접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구체적인 역할이 상세히 연구

되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뇌간 구조들은 적게는 

정보 전달 및 연결통로로서의 역할부터 많게는 직접적

으로 삼킴을 처리하는 중추에 이르기까지 삼킴기능과 

관련을 맺고 있다.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는 각 병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삼킴 기능의 차이를 밝히려는  

노력들을 해왔다.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뇌간병변 환자들을 대상으

로 삼킴기능을 연구하였는데, 병소 구분 없이 뇌간병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들에서는 환자들이 나

타내는 삼킴관련 증상으로 인두 잔여물(pharyngeal 

residue), 성대마비, 마비말장애, 목소리변화, 후두덮개

계곡(vallecular) 및 이상와(pyriform sinus)의 잔여물, 

인두이동시간, 후두 상승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

다(이청기․김정아, 2001; Meng, Wang & Lien, 2000; 

Han et al., 2005; Horner et al., 1991). 그러나 연수 

경색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환자

들의 주요 증후로 안면감각저하(facial hypesthesia), 

발성 부전(dysphonia), 연구개기능부전(soft palate dys-

function)을 언급하고 있다(이정환 외, 2001; Kim, Chung 

& Lee, 2000). 그리고 외측연수경색 환자군과 내측연수

경색 환자군을 비교하여 제시한 한 연구에서는 외측연

수경색 환자들보다 내측연수경색 환자들에서 보다 빈

번하게 삼킴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하였다(Kameda 

et al., 2004). 그리고 설골의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와, 

설골 상승의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에 외측연수경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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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서는 설골 상승의 정도에서 좀 더 문제가 발생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뇌간병변의 경우에는 대

상 환자군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삼킴의 증

후와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적 특성

에 근거하여 병변을 세분화 한 뒤에 각각의 특성을 측

정하여야 할 것이다. 

삼킴의 기능적 특성을 평가할 때에는 여러 가지 지표

가 사용될 수 있다. 대개는 도구적 삼킴검사(예: 비디오

투시조영검사)를 통하여 관찰되는 침습(penetration) 

또는 흡인(aspiration)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삼킴 관련 구조(구강 및 인두 구조)의 이동 범위 및 이동 

시간을 정량화하는 방법, 각 구조 내에 잔여물(residue)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임상적 중증도

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삼킴장애가 나타나는 여러 영역 중 

삼킴의 중추가 있다고 알려진 뇌간에 병변이 있는 환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삼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여러 다양한 지표들, 즉 흡인 여부와 인두단계의 공간

적․시간적 움직임들, 인두 잔여물 여부, 임상적 중증

도와 같은 검사 지표가 뇌간의 하위 병변군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해부학적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삼킴

의 각 과정 및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해부학적 

구조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삼킴장

애 환자의 삼킴기능 평가 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지표

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 환자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뇌졸

중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아급성기에 해당하는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비디오투시조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발병 후 뇌 자기공명영상 자료를 통하여 뇌간병변으

로 확인된 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뇌

졸중 병력이 있으며, 뇌졸중 이전에 삼킴장애 병력이 

있는 자, 그리고 천막상구조(supratentorial structure) 

또는 소뇌에 중복 병변이 있는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

였다. 

환자군에는 <표 - 1>에서와 같이 중뇌병변이 2명, 

뇌교병변이 18명, 연수병변이 11명이었으며, 중뇌와 뇌

교, 뇌교와 연수 등 두 영역 이상에 걸친 혼합병변 환자

군이 5명이었고, 그 가운데 뇌경색은 33명, 뇌출혈은 

3명이었다. 

환자군의 연령은 평균 60.28(표준편차: 13.11)세였

으며, 뇌졸중 발병 후 비디오투시조영검사를 실시하기

까지는 평균 26.69(표준편차: 22.34)일이었다. 

<표- 1> 상 환자군의 병변 별 분포

병 변 병 인 환자 수

 뇌 
경색 2

출 0

뇌 교 
경색 15

출 2

연 수
경색 10

출 1

혼합병변
경색 6

출 0

합 계 36

나. 정상대조군

정상대조군은 1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 대상군은 삼킴장애 및 흡인성 폐렴 병력이 없으며, 

뇌졸중을 비롯하여 기타 신경학적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정상대조군은 환자군의 

설골의 시공간적 움직임에 대하여 정상범주 기능을 

보이는 환자군과 기능이 저하된 환자군을 나누는 기

준으로 삼기 위하여 수집되었다. 정상대조군의 연령

은 평균 66.10(표준편차: 4.31)세였다. 정상대조군과 

환자군의 연령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

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군 간에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t(44) = -1.374, p< .05).

2. 자료 분석

가. 도구적 삼킴검사

비디오투시조영검사는 재활의학과 전공의 2인의 주

도하에 진행되었다. 제1전공의는 환자의 자세를 유지

하며 환자에게 검사식이를 제공하였으며, 제2전공의

는 화면을 보면서 환자의 침습-흡인 여부를 관찰하며 

식이 제공여부를 감독하였다. 검사 시에 환자는 제1검

사자와 마주보도록 휠체어에 앉았으며, 외측(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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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촬영하였다. 이 때, 환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laser telemeter, DLE50, Bosch, Stuttgart, Germany)

로 기계와 환자의 비중격(nasal septum) 사이 거리를 

측정하여 일관되게 50cm가 되도록 하였고, 자체 제작

된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머리가 중립자세가 되도

록 고정하였다. 이는 비디오 영상에서 확대 또는 축소

가 되지 않고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

다. 그리고 검사식은 12% 농도의 반고형식과 6% 농

도의 진한액체, 그리고 묽은 액체(thin liquid)를 사용

하였으며, 파우더 형태의 조영제와 점도증강제, 그리

고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이 때 혼합  

비율은 배하석 외(2005)의 연구를 따랐다. 각 농도에 

대하여 5ml와 15ml를 순서대로 제공하여 총 6회 검사

하였다. 검사 시 방사선이 투과된 영상은 초당 30프레

임으로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DVD)에 모두 실시간 

녹화되었다.

나. 비디오 분석

녹화된 비디오자료를 통하여 1) 설골의 최대 위쪽 움

직임, 2) STD (stage transition durarion, 인두삼킴반

응시간, 단계이동시간), 3) PTT(phayngeal transition 

time, 인두통과시간), 4) 인두연동작용, 5) 윤상인두근

(cricopharyngeal muscle)의 기능, 6) 흡인여부를 측

정 및 조사하였다. 녹화된 비디오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매킨토시 OS X 10.4 이후 버전에서 작동되며, 이미지 

및 동영상의 좌표를 구해주는 프로그램인 Graphclick 

3.0 (Arizona software, Arizona, USA)을 사용하였

다. 녹화된 비디오 자료는 프로그램 상에서 불러들인 

뒤, 1분에 30프레임이 되도록 시간을 재설정하고, 대

상자의 경추 2번과 4번을 잇는 선을 Y축으로, 그리고 

이와 직각이 되어 설골의 끝선과 Y축이 만나는 선을 

X축이 되도록 좌표축을 설정하였다(<그림- 1>참조). 

설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프레임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의 해당 지점을  

클릭하여 좌표값을 얻었으며, 괘도가 그려진 후에 설

골 움직임의 시작점과 최대 위쪽 움직임 지점을 선택하

여 각 좌표값을 얻었다(<그림- 2>참조). 그 방법을 살

펴보면, 괘도상에서 최대 거리에 있는 점에 대하여 좌

표값을 확인하여 Y값이 가장 큰 값을 위쪽 좌표로 선

정하였다. 시작점의 좌표값과 위쪽 최대 좌표값 사이

의 차를 이용하여 좌표간 거리값이 계산되었고, 이후

에 비율을 적용하여 실측거리로 변환되었다. 실측거리

로의 변환을 위하여 비디오투시조영검사 시에 대상자

의 설골의 후방 끝선, 즉 목의 옆부분에 지름이 18mm

가 되는 동전(신형 십 원 동전)을 부착하여 분석 프로

그램 상에서 측정되는 좌표상 지름 거리와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림- 1> 좌표축 설정

<그림- 2> 설골의 최  쪽 움직임 측정

STD와 PTT의 경우에도 프레임이 진행되는 동안 

각 지점의 시작점과 끝점에 대하여 시간값을 기록해 

두었다. 모든 자료 값은 엑셀 파일로 저장되었으며, 프

로그램상의 수식을 이용하여 좌표값들 사이의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였다. 이 때, STD는 음식덩이(bolus)가 

턱뼈가지(ramus of mandible)를 지나는 순간을 시작

점으로, 설골의 상승하는 시점의 시간 값을 끝점으로 

잡아 분석 프로그램의 프레임 상에 나타난 시간 경과

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PTT는 설골이 상승하는 시점

의 시간 값을 시작점으로, 음식덩이의 꼬리가 상부식

도괄약근을 지나는 순간을 끝점으로 잡아 시간 경과를 

계산하였다. 

잔여물(residue)은 비디오 재생과정에서 후두덮개

계곡과 이상와에 잔여물이 남은 정도를 파악하여 기능

적 연하곤란 척도(Functional Dysphagia Scale: 

FDS)(Han, Paik & Park, 2001)의 세부 항목에 따라 

잔여물 없음, 10% 미만, 10∼50%, 50%이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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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식이 ASHA NOMS Level

NPO 는 SLD 유지: 

L-tube / PEG
Ⅰ

입으로 어떤 음식도 안 하게 삼킬 수 없다. 모든 양과 수분은 비구강

수단(경 식이)을 통해서 공 받는다( : NG tube, PEG)

치료 시에만 구강 식이 시도 Ⅱ

양이나 수분 공 을 해서는 입으로 안 하게 삼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농도에 해서는 치료 시에만 최 한의 단서 지시를 받아 

섭취할 수 있다. 안  식이 방법이 요구된다.

하루 한 끼 정도 시도

( 도증강제 포함)
Ⅲ

구강으로 양  수분을 공 받는 비율이 50%미만이며 안 인 식이 

방법이 요구된다. 그리고/ 는 보상  략을 사용해서 도의 단서 지시

를 동반하여 안 하게 삼킬 수 있다. 그리고/ 는 최 한의 식이 제한이 

필요하다.

- 경 유동식 유지+구강식이 시도

- 구강식이 시도(연하곤란식 1단계∼연하

곤란식 3단계 시도) + 도증강제 포함 

Ⅳ

삼킴은 안 하지만 개 보상 인 략을 사용하기 해서 도의 단서 

지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는 도의 식이 제한이 필요하고/ 는 아직

까지 식이 튜  는 구강 보충물을 필요로 한다. 

구강 식이: 

도증강제 없이 연하곤란식으로 제공

(연하곤란식 1∼3단계)

Ⅴ

최소한의 식이 제한을 하여도 삼킴이 안 하다. 그리고/ 는 때때로 보상

 략을 사용하기 하여 최소한의 단서 지시가 필요한데 아마도 자기 

스스로의 단서면 충분할 것이다. 모든 양과 수분은 식사시간에 입으로 

제공된다.

구강 식이: 

도증강제를 포함한 일반식 는 안

인 일반식 제공(식사  액체를 섭취하여 

인두잔여물을 임)

Ⅵ

삼킴은 안 한 상태이며, 이따 씩 드믈게 최소한의 단서가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독립 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 개 어려움이 발생

할 때에는 스스로 자신에게 단서 지시를 으로써 해결한다. 그리고 삼킴

장애 때문에 특정한 음식( 를 들어 팝콘이나 땅콩)을 피하거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구강 식이: 

일반식
Ⅶ

독립 으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삼킴 기능에 의해서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삼킴은 모든 농도에 해서 안 하고 효율 인 상태이다. 보상  

략들은 필요할 때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 3> ASHA NOMS에 응된 환자의 식이 형태

류하여 기록하였다. 인두연동작용은 후두덮개계곡에 

잔여물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간의 잔여물이

라도 있는 경우에 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윤

상인두근 기능부전은 이상와에서 10%이상의 잔여물

이 남는 경우, 또는 의학적 소견상 ‘윤상인두근 기능부

전성 삼킴장애(criocopharyngeal dysphagia: CPD)’

로 판정된 경우를 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여 기록하

였다. 

마지막으로 흡인 여부는, 비디오 자료를 판독한 뒤

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확인과정을 통하여 연구자가 

침습-흡인척도(penetration-aspiration scale: PAS) 

(Rosenbeck et al., 1996)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이는 

환자의 삼킴 시 침습 및 흡인 정도와 이때의 환자의 반

응 여부에 따라서 1∼8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의 경우 

침습이나 흡인 없이 정상적인 삼킴을, 8의 경우 무증상  

흡인을 나타내어 가장 심한 형태를 나타낸다(<표 -

2>참조). 1∼5는 정상범주군으로, 6∼8은 기능저하

군으로 간주하였다. 

<표- 2> 침습-흡인 척도(PAS)의 평가 기

PAS 정 의

1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음.

2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성  에 머물러 있을 

때에, 스스로 기도 밖으로 배출할 수 있음.

3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성  에 머물러 있지만, 

스스로 기도 밖으로 배출할 수 없음.

4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성 에 닿아 있는 상태

이며, 스스로 기도 밖으로 배출할 수 있음. 

5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성 에 닿아 있는 상태

에서 스스로 기도 밖으로 배출할 수 없음.

6 음식물이 성 를 지나서 기도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에 스스로 기도 밖으로 배출할 수 있음.

7 음식물이 성 를 지나서 기도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에 스스로 배출하려는 노력을 함에도 기도 밖으로 

배출할 수 없음. 

8 음식물이 성 를 지나서 기도 아래쪽으로 내려갔

지만, 배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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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양 뇌교 연수 혼합 정상 F p-값

12% 
 5cc  5.29 ± 3.18  7.75 ± 10.51 10.51 ± 6.61  6.61 ± 3.53 2.023 .128

15cc  8.81 ± 6.00 12.03 ± 7.40  6.46 ±  5.01  6.09 ± 4.21 2.026 .127

6%
 5cc  7.00 ± 5.34  7.21 ± 4.99 11.72 ±  5.58  5.10 ± 3.04 2.131 .113

15cc  6.69 ± 4.65 11.49 ± 9.82  9.11 ±  3.32  6.94 ± 6.86 1.197 .325

액체
 5cc  7.02 ± 1.90  5.24 ± 4.48 11.53 ±  5.96  7.07 ± 7.82 1.741 .176

15cc  9.08 ± 4.17 10.15 ± 6.61 14.73 ± 17.08  4.98 ± 4.50 1.987 .136
a)단위: 밀리미터(mm) 

<표- 4> 각 군 간 설골의 최  쪽 이동거리a) 비교

다. 임상적 중증도 측정: ASHA NOMS 

도구적 삼킴검사 이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확인

에 의하여 환자의 식이 방법이 결정되었으며, 이 때 

변경 또는 유지된 식이방법을 기준으로 환자의 임상적 

삼킴장애 중증도를 평가하였다. 미국언어청각학회에

서 발표한 척도인 ASHA NOMS를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환자의 식이 형태 및 식사 가능 범위 등에 따라 

Ⅰ～Ⅶ단계로 구성된 것으로, 침습-흡인 척도와는 달리  

‘Ⅰ단계’의 경우 가장 심한 상태이고, ‘Ⅶ단계’가 가장 경

한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식이 형태

에 따라 대응된 ASHA NOMS 척도는 다음 <표-3>과 

같다. ASHA NOMS에서 Ⅶ단계를 정상범주군으로 

Ⅰ∼Ⅵ단계를 기능저하군으로 설정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PASW 17.0으

로, 인두단계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 움직임에 대하여  

뇌간의 병변 즉, 뇌교, 연수, 혼합 병변군, 그리고 정상

대조군에 따라 수행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

여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의 수가 다르므로 집단 간 차

이가 있는 경우에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그 외의 지표들, 즉, 인두연동작용, 윤상인두근 

이완, 흡인 여부, 그리고 삼킴의 임상적 중증도에 따른 

정상범주군과 기능저하군의 빈도가 병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Fisher 정확 검정

(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각 통계 처리 방

법의 시행 시에, 중뇌병변 환자군은 전체 대상 환자 중

에서 2명으로, 각 분석에서 중뇌군을 모두 제외 한 뒤, 

뇌교군, 연수군, 혼합 병변군 간의 차이 여부만을 비교

하였다. 

4.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의 평가자내 신뢰성을 검

정하기 위하여 전체 36명의 환자자료 중 10명의 자료

(약 30%)에 대하여 급내상관(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을 구하였다. 그 결과, 설골의 위쪽 

움직임에서는 .721, STD에서는 .838, PTT에서는 .716

이었다. 인두연동작용, 윤상인두근 이완, 흡인 여부, 그

리고 임상적 중증도에 대해서는 1.000이었다.

Ⅲ. 연구 결과

1. 인두단계의 정량적 측정

가. 설골의 최대 위쪽 움직임 

모든 농도 및 양에 대하여 각 군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각 군간 농도와 양별 

설골의 평균이동거리는 다음 <표 - 4>와 같다. 

나. Stage Transition Durarion: STD

묽은 액체 15cc 제공 시에 혼합군이 평균 0.29(±0.11)

초로 정상대조군이 평균 0.03(±0.09)초를 나타낸 것에 

비해 STD가 더 길었다(F(3, 31) = 4.330, p< .05). 그러

나 그 외의 모든 농도와 양에 대하여 각 군 간에 평균 

STD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군 

간 농도와 양별 평균 STD 비교 결과는 다음 <표 -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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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양 뇌교 연수 혼합 정상 F p-값

12% 
 5cc 0.77 ± 0.25 -0.07 ± 3.10 0.81 ± 0.14 0.83 ± 0.14 0.800 .502

15cc 0.81 ± 0.25  0.88 ± 0.29 0.73 ± 0.16 0.80 ± 0.22 0.503 .683

6%
 5cc 0.72 ± 0.17  0.87 ± 0.27 0.77 ± 0.83 0.67 ± 0.16 2.258 .098

15cc 0.79 ± 0.27  0.88 ± 0.19
* 0.75 ± 0.08 0.53 ± 0.31 3.628 .023

액체
 5cc 0.76 ± 0.16  0.94 ± 0.29

* 0.76 ± 0.16 0.68 ± 0.17 3.167 .036

15cc 0.71 ± 0.14  0.84 ± 0.20 1.01 ± 0.84 0.63 ± 0.21 1.697 .188
a)단위: 초(sec)
*vs. 정상군, p< .05.

<표- 6> 각 군 간 평균 PTTa) 비교

농도 양 뇌교 연수 혼합 정상 F p-값

12%
 5cc 0.93 ± 1.09 0.85 ± 1.14 0.76 ± 1.08 0.33 ± 0.51 0.799 .502

15cc 0.90 ± 1.18 0.74 ± 1.18 0.16 ± 0.30 0.36 ± 0.54 1.051 .381

6%
 5cc 0.85 ± 1.18 0.36 ± 0.53 0.54 ± 0.67 0.04 ± 0.28 2.065 .122

15cc 1.29 ± 1.59 1.11 ± 1.54 0.55 ± 0.57 0.36 ± 0.61 1.170 .335

액체
 5cc 0.26 ± 0.28 0.23 ± 0.71 0.14 ± 0.11 0.02 ± 0.14 2.320 .092

15cc 0.16 ± 0.16 0.06 ± 0.13 0.29 ± 0.11* 0.03 ± 0.09 4.330 .012
a)단위: 초(sec)
*
vs. 정상군, p< .05.

<표- 5> 각 군 간 평균 STDa) 비교

다. Phayngeal Transition Time: PTT

6% 반고형식 15cc 제공 시, 연수군은 평균 0.88(±0.19)

초, 그리고 정상대조군은 평균 0.53(±0.31)초로 나타

나 연수군이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PTT가 더 길었다

(F(3, 34) = 3.628, p< .05). 그리고 묽은 액체 5cc 제공 

시에도 연수군이 평균 0.94(±0.29)초로 정상대조군이 

평균 0.68(±0.17)초를 나타낸 것에 비해 PTT가 더 

길었다(F(3, 36) = 3.167, p< .05). 그러나 그 외의 농도

와 양에서 네 군 간에 농도와 양별 평균 PTT에는 차

이가 없었다. 각 군 간 농도와 양별 평균 PTT 비교 

결과는 <표 - 6>과 같다. 

2. 인두 잔여물 

가. 인두연동작용

인두연동작용의 기능저하는 혼합군 100.0%, 연수

군 81.8%, 그리고 뇌교군 66.7%의 순서로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나,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군에 따라 인두연동작용에서 나타난 정상

범주군과 기능저하군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 7>과 같다.

<표- 7> 뇌교, 연수, 혼합 병변군a)에 따른 인두연동작
용의 빈도 비교

인두연동작용 뇌교 연수 혼합 p-값

정상범주  6 ( 33.3)   2 ( 18.2) 0 (  0.0)
.412

기능 하 12 ( 66.7)   9 ( 81.8) 5 (100.0)

합 계 18 (100.0)  11 (100.0) 5 (100.0)
a)단위: 명(백분율, %)

나. 윤상인두근 이완 

세 군 간 윤상인두근 이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군에 따라 윤상인두근 이완 정상범

주군과 기능저하군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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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뇌교, 연수, 혼합 병변군a)에 따른 윤상인두근 
이완의 빈도 비교

윤상인두근 이완 뇌교 연수 혼합 p-값

정상범주 16 ( 88.9)  9 ( 81.8) 4 ( 80.0)
.677

기능 하  2 ( 11.1)  2 ( 18.2) 1 ( 20.0)

합 계 18 (100.0) 11 (100.0) 5 (100.0)
a)단위: 명(백분율, %)

3. 흡인 여부 

침습-흡인 척도에 따라 정상은 20명(55.6%), 침습

은 5명(3.9%), 흡인은 11명(30.6%)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증상적 침습(symptomatic penetration)에 해

당하는 2와 4는 전혀 없었다(<표 - 9>참조). 흡인 여

부는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각 군에 따른 침습-흡인의 빈도 비교 결과는 다

음 <표 - 10>과 같다.

<표- 9> 침습-흡인 척도에 따른 환자의 빈도분포

척도 단계 빈도(명) 백분율(%)

침습-흡인 

척도

    1 (정상) 20  55.6

2  0   0.0

3  3   8.3

4  0   0.0

5  2   5.6

6  1   2.8

7  0   0.0

    8 (심함) 10  27.8

합 계 36 100.0

<표- 10> 뇌교, 연수, 혼합 병변군a)에 따른 흡인의 빈도 
비교

흡인 뇌교 연수 혼합 p-값

정상범주 14 ( 77.8)  7 ( 63.6) 4 ( 80.0)
.768

기능 하  4 ( 22.2)  4 ( 36.4) 1 ( 20.0)

합 계 18 (100.0) 11 (100.0) 5 (100.0)
a)단위: 명(백분율, %)

 

4. 임상적 중증도

ASHA NOMS에 따라 Ⅶ단계와 Ⅰ∼Ⅵ단계는 각

각 18명(50%)씩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Ⅱ, Ⅳ단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표 - 11>참조). 삼킴의 임상

적 중증도는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각 군에 따른 ASHA NOMS의 빈도 비교 결과는  

다음 <표 - 12>와 같다. 

<표- 11> ASHA NOMS에 따른 환자의 빈도분포

척도 단계  빈도(명) 백분율(%)

ASHA 

NOMS

    Ⅰ(심함)  1   2.8

Ⅱ  0   0.0

Ⅲ  1   2.8

Ⅳ  0   0.0

Ⅴ  8  22.2

Ⅵ  8  22.2

    Ⅶ(정상) 18  50.0

합 계 36 100.0

<표-12> 뇌교, 연수, 혼합 병변군a)에 따른 ASHA NOMS의 
빈도 비교

증도 뇌교 연수 혼합 p-값

정상범주   9 ( 50.0)  6 ( 54.5) 2 ( 40.0)
1.000

기능 하   9 ( 50.0)  5 ( 45.5) 3 ( 60.0)

합 계  18 (100.0) 11 (100.0) 5 (100.0)
a)단위: 명(백분율, %)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삼킴 시 설골

의 위쪽 움직임, 단계이동시간, 인두연동시간, 인두 잔

여물, 윤상인두근의 이완, 흡인, 그리고 중증도 척도를 

이용하여 뇌교병변, 연수병변, 혼합병변, 정상대조군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일부 지표를 제외한 대부

분의 모든 지표에서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살

펴보면, 첫째로, 군 간 비교에서 STD에서 묽은 액체 

15cc를 제공하였을 때에 혼합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STD가 더 길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STD는 음식

덩이가 턱뼈가지를 지나는 순간부터 설골이 상승하는 

시점까지로 설정하여 이 과정에는 혀 기저부와 후두덮

개계곡, 설골의 움직임과 이 부분에서의 감각반응이 

관여하는데, 설골의 움직임은 뇌교에서 발원하는 삼

차신경(trigeminal nerve)과 안면신경(facial nerve)

의 지배를 받고, 장기 감각(viceral sensory) 및 인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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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움직임은 연수(medulla)에서 발원하는 설인신경

(glossopharyngeal nerve)과 미주신경(vagus nerve)

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hrilas, 1993; 

Seçil, Aydogdu & Ertekin, 2002). 따라서 혼합 병변

의 경우 뇌교와 연수가 함께 손상되어 정상대조군보

다 저하된 수행을 나타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PTT에서 6% 반고형식 15cc와 묽은 액체 

5cc를 제공하였을 때에 연수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PTT가 더 길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PTT는 설골

의 상승시점부터 상부식도괄약근이 열린 뒤 음식덩이

의 꼬리가 상부식도괄약근을 지나는 시점까지로 설정

하였다. 이에 음식덩이가 원활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

는 인두벽 수축 및 연동작용, 그리고 상부식도괄약근

의 열림과 닫힘이 관한 작용 등이 관여하는데, 이는 

연수에서 발원하는 설인신경과 미주 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umenfeld, 2002). 따라서 

연수 병변의 경우 설인 및 미주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정상대조군보다 저하된 수행을 나타냈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관되게 모든 

농도와 양에서, 혹은 일정 농도 및 양에서 특정 지표

가 저하된 수행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특정 농도의 특

정 양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농도와 양에 대

한 병변 간 차이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지표에서 살펴본 삼킴 기능이 병변에 따라 

대부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이상의 결과들은, 삼킴

과정과 관련된 해부학적 병변을 알아보는 연구를 함

에 있어 뇌간을 크게 뇌교, 연수로 분류하여 비교하여 

알아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삼킴과정이 기존의 해부학적 분류, 다시 

말해 뇌교, 연수로 나누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뇌간 

중 뇌교에서부터 연수까지의 부위들이 함께 유기적

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Malandraki et al. (2009)이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삼

킴 동작 동안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기능적 자기공명촬

영술(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양한 대뇌부위 뿐만 아

니라 소뇌 및 전체 뇌간 부위가 활성화됨을 보고한 바

와 같은 맥락이며, 삼킴작용은 구강, 후두, 인두, 식도

에 분포하는 55개의 근육, 뇌교와 연수에서 핵과 6개

의 뇌신경, 그리고 두개의 경부 신경근(cervical nerve 

root)이 모두 관여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현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각 군내에 삼킴과정과 관련 

없는 부위의 병변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정 국소 병

변이 있다고 하여도 기능 이상이 모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해부학적 구

조에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기능의 장애는 여러 가

지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외측연수경색(lateral med-

ullary infarct) 환자의 경우라도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

상은 다양하다. 즉, 통각과 온도감각 소실, 삼킴장애, 마

비말장애, 안구운동장애, 소뇌증후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는 외측연수에 삼차신경척수핵과 

척수로(spinal trigeminal nucleus and tract), 의문핵

(nucleus ambiguus), 하행자율신경로(descending 

autonomic pathway) 등 신경로와 핵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이며, Perie et al. (1999)이 보고한 바와  

같이, 삼킴과정과 관련된 뇌신경의 손상에도 기능 장

애의 범위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Perie et al. (1999)는 10번 뇌신경(vagus nerve)

의 단일 손상을 보이는 두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정상

적인 후두감각, 삼킴 시작을 보이나, 후두닫힘이나 상

부식도괄약근 이완에서는 두 환자가 서로 다른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중 중

뇌 병변은 총 2명으로 대상자 수가 적어서 통계분석에

서 제외하여 중뇌 병변시의 특성을 알아보지 못한 한

계점이 있다. 

삼킴장애는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파킨슨씨병, 치

매와 같은 신경학적 퇴행성 질환, 그리고 다운증후군이

나 뇌성마비와 같은 발달성 장애에서도 빈번하게 나타

난다. 일반적으로 뇌의 기능을 파악할 때에는 병변을 

통하여 해당 뇌 영역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본 논

문은 일반인의 삼킴기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통해 해부학적 구조와 삼킴기능이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

구의 결과를 통해 특정 해부학적 하위 구조와 삼킴 기

능간의 상관을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삼킴의 기전을 밝

히는 데에 해부학적 구분을 출발점으로 삼던 출발하

던 과거와는 달리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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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arisons of the Swallowing Functions 

According to the Indices in Brainstem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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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swallowing 
functions at the pharyngeal stage and the clinical severity according to the anatomical structures. 
Method: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36 patients with brainstem lesion and 10 normal control, 
and 7 indices were measured; pharyngeal peristalsis, cricopharyngeal functions, and presence of 
aspiration, the vertical hyoid bone movement, the stage transition duration(STD), the pharyngeal
transit time(PTT), and clinical severity using the ASHA NOMS. Results: As a result, all most indexes 
except some indices(stage transition duration with 15cc thin liquid, pharyngeal transit time with 
15cc semi-solid and 5cc thin liqui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Discussion & Conclusion:
Almost swallowing functions shown by the various indicators did not differ from the lesions. This 
implicates that subdividing brainstem into the three sections (midbrain, pons and medulla) when 
studying the anatomical correlations with the swallowing process has limit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377-389)

Key Words: dysphagia, pharyngeal residue, aspiration, ASHA N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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