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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thing and swallowing is very dynamic during 
swallowing and these are highly temporally coordinated to protect the airway. The ability 
to protect airways during swallowing deteriorates with aging.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compare the breathing-swallowing pattern and temporal change in the respiration and 
swallowing coordination between young and elderly adults in Korea. Methods: A total of 
80 normal people, including 40 young and 40 elderly people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measurement of breathing and swallowing coordination, Digital Swallowing WorkstationTM 
was used during a 5 mL water swallowing task. Temporal parameters related to breathing-
swallowing including AS (acoustic start), AP (acoustic peak), AD (acoustic duration), SAS 
(swallowing apnea or respiration pause start), SAD (swallowing apena duration), sES (sub-
mental sEMG start), sEP (submental sEMG peak), sED (submental sEMG duration). Addi-
tionally, DHI (Dysphagia Handicap Index) was evaluated for self-assessment of the degree 
of difficulty swallowing. Results: Older adults displayed delayed swallowing-related acous-
tic signal measurements, swallowing apnea measurements, surface EMG measurements, 
and delayed sequential coordination time of swallowing-related structures during swal-
lowin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Furthermore, a signifi-
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total K-DHI scores and as well as swal-
lowing apnea duration in the elderly. Conclusion: In the older population, the different 
breathing-swallowing pattern from that of young adults may increase the risk of dyspha-
gia. In addition, swallowing delays due to aging can be an indicator of elderly swallowing 
disorders. Moreover, an increase in apnea time during swallowing may be a phenomenon 
that appears as a mechanism for airway protection in the elderly. However, the high corre-
lation between apnea time and K-DHI score in the elderly may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respiration for a long time during swallowing as the respiratory function decreases due to 
aging, which may increase the risk of experiencing symptoms such as choking and affect 
the degree of subjective swallowing disorder. This suggests that even if classified as a nor-
mal elderly person without a pathological swallowing disorder, swallowing training is 
needed to prevent swallowing disorders and to enhance swallowing ability for older peo-
ple with degraded swallowing-related abilities.

Keywords: Korean-Dysphagia Handicap Index (DHI), Breathing and swallowing coordina-
tion, 5 mL water swallowing, Normal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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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는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발

생할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이 없더라도 노화 과정에서 삼킴 기능 저

하로 인해 삼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Choi, Kim, Choi, Seo, & 

Park, 2018). 노인에서 삼킴장애를 진단하고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정상 삼킴을 먼저 이해하고 노화 과정에 따른 삼킴 기능의 변

화와 정상 삼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Kim & Chung, 2016).

삼킴은 물과 음식을 삼킴 반사를 통해 인두를 지나 식도를 거쳐 

소화기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을 말하며(Song et al., 2014), 구강준

비단계, 구강단계, 인두단계, 식도단계의 네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정상 삼킴은 하부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이며 삼킴에는 중추신경계, 말초 감각신경 그리고 근육들의 협응

(coordination) 운동이 필수적이다(Michou, Mistry, Jefferso, Tyr-

rell, Hamdy, 2014). 구강단계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유일하게 조절

할 수 있는 수의적 단계로 혀는 저작 동안 음식덩이(bolus) 형성에 

도움을 주며 음식덩이를 구인두로 이동시킬 때 압력 형성을 통해 

인두단계로 진행한다(Kim & Park, 2007). 혀의 거상에 관한 연구

와 혀의 근력을 평가하는 연구는 많지만(Choi et al., 2018; Jung & 

Kim, 2015; Park et al., 2010), 전반적인 구인두 삼킴 평가를 위해서

는 단순히 혀의 거상이나 혀의 근력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

킴 시 설골상근 및 설골하근을 포함한 삼킴 관련 근육의 협응 능력

도 고려되어야 한다.

음식덩이가 구강에서 인두강으로 밀려나가면 인두 삼킴이 촉발

된 후 구강인두 삼킴 단계의 과정은 수초 내에 일어난다(Kim & 

Park, 2007; Rofes et al., 2011). 이 과정에서 중추 신경계의 복잡한 

신경 전달에 의해 조절되며 근육들의 조화로운 운동에 의해 진행

된다(Rofes et al., 2011). 특히, 호흡과 삼킴은 생리학적으로 서로 연

결되어 삼킴 전 기류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삼키는 과정에서 흡

기를 방지해(Radish & Bhat, 2012) 기도를 보호하며 음식덩이의 침

습 및 흡인을 예방한다.

노화 과정에서 삼킴 기능의 저하는 탈수(dehydration), 영양결핍

(malnutrition) 혹은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neumonia) 등의 합

병증 없이 단순히 삼킴 기능만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장 치료나 중재가 필요한 병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노인

삼킴장애(presbyphagia)로 정의하고 삼킴장애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Wirth et al., 2016; Kim & Chung, 2016). 

노화로 인해 근육의 약화로 설골의 움직임이 감소하고, 상부 식

도 조임근의 개방이 저하되어 음식물이 기도 내로 흘러 들어가는 

침습이나, 흡인이 발생할 수 있다. Kim, McCullough와 Asp (2005)

의 연구에서 음식덩이가 아래턱 가장자리 후방 모서리를 지날 때

부터 설골을 기준으로 최대 상승(excursion)이 시작될 때까지 기간

인 구강인두단계전환시간(stage transition duration, STD)이 청년

층보다 노년층에서 길게 나타났으며, 갑상연골(thyroid cartilage)

을 기준으로 최대 상승이 시작될 때까지 기간인 인두지연시간

(pharyngeal delay time, PDT)이 청년층보다 노년층에서 길게 나타

났다(Kim et al., 2005). 이처럼 노화로 인한 삼킴 기능의 저하는 삼

킴 시 구강운동 움직임이 저하되어 삼킴의 지연을 보일 수 있고 호

흡적인 측면에서 삼킴 동안 적절한 호흡의 유지가 힘들 수 있다. 노

인의 경우 삼킴 지연으로 인해 삼킴 동안 요구되는 증가된 호흡량

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호흡 패턴(pattern)이 삼킴-호흡 간 

호흡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흡인의 위

험을 증가시킨다. Wang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

수록 삼킴의 개시대기시간(onset latency)과 전체적인 삼킴 시간이 

지연되었다(Radis & Bhat, 2012; Yagi et al., 2017). 따라서, 정상 노

년층의 경우 노화로 인한 삼킴 시 호흡-삼킴 협응(Breathing and 

swallowing coordination) 능력의 저하로 근육 이동이나 반응 시간

이 청년층에 비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손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상적인 보호 메커니즘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년

층의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삼킴장애로 진행될 가

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호흡-삼킴의 시간적 노년층의 삼킴 패턴

을 분석하는 것은 노년층의 삼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삼킴장애 환자 발

생에 대한 호흡과 삼킴의 기여도는 기술의 한계로 거의 연구된 바

가 거의 없으며, 호흡과 삼킴을 연관 지어 살펴본 연구 대부분은 삼

킴 시 무호흡 기간 또는 호흡-삼킴 협응 중 호흡 패턴을 분석한 것

이다(Martin-Harris et al., 2005; Leslie, Drinnan, Ford, & Wilson, 

2005; Radish & Bhat, 2012; Susan, Kathleen, & Andrew, 2001).

Radish와 Bhat (2012)은 8세부터 75세 이상의 참여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호흡 패턴 관련 연구 결과, 삼킴 시 호흡 패턴은 삼킴에 

문제가 없는 정상 성인에서도 다양한 결과를 보였으나 음식덩이의 

종류에 따라 삼킴 무호흡 기간이 길어졌으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

라 삼킴 시 다양한 호흡 패턴의 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Leslie 등

(2005)의 연구에서도 비강 캐뉼라와 마이크로폰을 사용해 연령 및 

음식덩이의 종류에 따라 삼킴 시 무호흡 기간과 여러 번 삼킴(mul-

tiple swallow)의 변화를 알 수 있었으며, Wang 등(2015)의 연구에

서 표면 근전도와 음향 분석, 호흡의 기류를 이용해 연령과 음식덩

이 종류에 따른 호흡-삼킴 협응 패턴과 삼킴 무호흡 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삼킴 시 호흡 패턴과 삼킴 

무호흡 기간을 보기 위한 호흡-삼킴 협응 연구들을 살펴 보았으나, 

삼키는 동안 삼킴과 관련된 구조들의 순차적인 협응 시간을 보기

에는 제한적이었다. Martin 등(2003)의 연구에서 76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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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키는 동안 비디오투시검사(video-fluoroscopy)와 Digital swal-

lowing workstation을 이용해 삼키는 과정이 녹화된 영상을 분석

하여 시간에 따른 호흡과 인두 및 후두 움직임의 협응을 보았으며 

여기에는 삼킴 무호흡 시작 혹은 호흡정지, 후두 닫힘, 설골 이동, 

인두 식도 열림, 최대 후두 닫힘, 최대 설골 이동, 후두 열림, 마지막 

인두 식도 열림, 삼킴 무호흡 종료, 이동했던 설골이 제자리로 돌아

올 때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였으나, 삼킴 시 후두의 상승과 관련된 

근육의 활동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라 노년층의 삼킴 기능이 저하되지만(Ya-

maya, Yanai, Ohrui, Arai, & Sasaki, 2001), 국내 정상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삼킴 기능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며, 아직까지 국내 노년

층의 삼킴 시 호흡과 삼킴 관련 구조들의 협응의 시간적 특성에 대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삼킴장애와 폐렴의 발병률

은 고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Marik & Kaplan, 2003). 삼킴 시

에는 호흡과 삼킴의 협응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이 시간적 순서와 타이밍에 따라 흡인이나 침투의 위험이 줄어 들

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시간적 순서는 구강 삼킴 시작과도 관련

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Martin-Harris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Digital Swallowing Workstation의 Swallowing coordina-

tion 측정계를 사용하여 5 mL 물 삼킴 과제 시 국내 청년층과 노년

층의 삼킴 시 호흡 패턴과 호흡과 삼킴 관련 구조들의 협응 능력을 

살펴봄으로써 노화에 따른 호흡과 삼킴 관련 구조들 간 협응 능력

의 시간적 변화를 확인하고, 주관적 삼킴 장애 정도와 비교하여 삼

킴 관련 사건 중 삼킴의 어려움에 미치는 시간적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CUIRB-2018-0030)의 승인을 거

쳤으며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후 서면 동

의를 받아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북 소재의 65세 이상

의 노인 40명(평균 연령 71.23세±4.72, 남성 20명, 여성 20명), 청년 

40명(평균 연령 22.6세±1.61, 남성 20명, 여성 20명)으로 총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 선정 기준은 해부학적 

및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자, 청력에 이상이 없는 자, 이전에 삼

킴 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자로 하였으며 또한 검사 방법을 이

해하고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인지에 이상이 없는 자로서 노년층 집

단에 한하여 한국판 정신상태 간이검사(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 K-MMES; Kang, 2006)를 실시 후, K-MMSE 

점수가 24점 이상으로 주관적 평가 시 설문의 내용을 이해할 정도

의 인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Park, 

Park, & Ko, 1991).

검사도구 및 실험절차

본 연구에서는 호흡-삼킴 협응을 측정하기 위해 Kay Digital 

Swallowing Workstation (Model 7120, Kay PENTAX)을 사용했다. 

디지털 삼킴 검사(Digital Swallowing Workstation, DSW)는 삼킴 

문제가 있는 성인과 아동의 삼킴장애 진단에 사용되며 경부 청진

(Laryngeal microphone), 표면 근전도 검사(Surface Electromyog-

raphy, sEMG), 비강 기류 모니터링(Nasal airflow monitoring) 등을 

삼키는 동안 컴퓨터로 측정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경부 청진은 Laryngeal microphone을 사용해 삼킴 시 나타나는 

음향학적 변화를 관찰한다. 경부 청진은 삼킴 반응이 지연되는지 

확인하는 검사 중 하나로 Submental sEMG 정점과 함께 삼킴 반응

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며 두 가지 장비 모두를 사용하는 것은 특

히 소아의 삼킴 평가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음향 모니터는 20 

μV, sampling rate는 4,000 Hz로 설정하였다.

Submental sEMG는 턱 아래 근육에 Submental sEMG 전극을 

부착했다. Submental에서 얻어지는 파형은 삼킴의 시작과 관련되

기 때문에 전극 부착 위치를 Submental area로 선정하였다. 모니터

에서 생성된 파형을 관찰하여 대상자에게 삼킴 시 생체학적 피드

백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기의 프로토콜에 따라 triode 

patch of electrodes EMG 전극을 사용했으며 Submental sEMG 모

니터는 이전의 연구와 같이 100 μV, sampling rate는 250 Hz를 기준

으로 설정하였다(Kelly, Huckabee, & Jones, 2006; Yeates, Steele, 

Pelletier, 2010).

DSW의 비강기류 모니터링은 삼킴 준비 시 무호흡 지속시간을 

측정한다. Swallow Signal Lab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호

흡 단계와 무호흡 단계를 비강 캐뉼라를 사용하여 측정 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전환한다. 비강 캐뉼라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개인

마다 보정 작업(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호흡 디스플레이에는 

호기 시 초록색으로 흡기 시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본 연구에서 full 

scale display는 20, sampling rate는 250 Hz로 설정하였다(Radish 

& Bhat, 2012) (Figure 1).

또한 참여자들은 주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상자가 스스로 느끼

는 주관적인 삼킴장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삼킴장애지

수(Korea-Dysphagia Handicap Index, K-DHI)를 사용하였다

(Choi, 2014). K-DHI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P: Phys-

ical)와 기능(F: Functional) 9문항, 감정(E: Emotional) 7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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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삼킴장애 정도

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킴장애 중증도(severity)는 7점 척도로 

표시되었고, 대상자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삼킴장애 중증도가 어

느 정도 인지를 표시한다. 점수가 높으면 삼킴으로 인한 장애의 정

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며 1 (정상)부터 7 (매우 심각)까지 평가된

다(Kim, Choi, Lee, & Choi, 2014; Kim et al., 2021; Silbergleit, 

Schultz, Jacobson, Beardsley, & Johnson, 2012). 

검사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검사 기기와 검사 방법과 절차에 대

해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 검사를 실시했다. 대상자들은 삼킴장애

지수 설문지를 작성한 후 Digital Swallowing WorkstationTM (Mod-

el 7120, KayPentex, USA)의 Submental sEMG와 Laryngeal micro-

phone, 비강 캐뉼라를 사용하여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를 측정하

였다. 노년층 집단의 경우 질문에 응할 수 있으나 혼자 작성하기 힘

든 경우 설문지 내용을 읽어주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받아 적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편안한 상태로 삼킴 시 호흡-삼킴 협응을 

측정하였다. 삼킴 시 Laryngeal microphone을 이용해 삼킴 시 음

향 신호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한 검사실에서 측정

했다. 검사 전 2회의 선행 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주사기를 이용

해 5 mL의 묽은 액체를 제공해 구강 내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한하

였고 임상가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삼키도록 

하였다. 구강 내에 액체가 있는 동안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지 않

도록 했다. 5 mL의 묽은 액체(Thin Liquid)로 선정한 이유는 대상

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Clave et al., 2006; Song et al., 

2007) 대상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삼킴 간 1분의 휴식 시간을 제

공하였고 총 3회의 삼킴 시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사는 2급 언어재활사 2명이 함께 실시하였으며, 검사 

시 대상자의 자세와 Submental sEMG와 Laryngeal microphone의 

부착 위치, 비강 캐뉼라 삽입 위치를 함께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ubmental sEMG와 Laryngeal microphone, 비

강 캐뉼라를 사용하여 삼킴 시 호흡-삼킴 협응을 측정하였다. 기

기의 프로토콜에 따라 먼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Laryngeal 

microphone을 갑상연골의 옆쪽에 부착시켰으며 Submental 

sEMG 전극을 턱 아래 근육인 이설골근(geniohyoideus)에 부착시

켰고, 비강 캐뉼라는 코에 삽입하였다(Figure 2).

분석방법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 선정 

첫 번째, 이전의 연구(Hårdemark Cedborg et al., 2010; Martin-

Harris, Brodsky, Price, Michel, & Walters, 2003; Selley, Flack, Ellis, 

Figure 1. A breathing-swallowing coordination graph of the digital swallowing workstation of young men in their 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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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ks, 1989)에 따르면 ‘호기-삼킴 무호흡-호기’ 패턴이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호흡-삼킴 협응 패턴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측정치의 기준 지점(reference point)을 삼킴 전 호기 시

작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음향 신호, Submental sEMG 신호, 비

강 기류를 각각 분석 후 시간에 따른 시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ures 3, 4).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는 총 11개로 Table 1과 같다. 

sEMG 시작은 설골 움직임 시작을 의미하고 sEMG peak은 설골 

최대 상승, Acoustic start는 삼킴반사로 인한 음향 신호 시작, Acous-

tic peak은 인두 삼킴 시 음향 신호 최대, sEMG end는 설골 제자리

로 이동을 의미한다. 또한 음향 신호, Submental sEMG 신호, 비강 

Figure 3. Analytical method of acoustic signal, submental sEMG signal, and nasal air flow in an exhalation-exhalation pattern during the swallowing cycle.
AS= acoustic start; AP= acoustic peak; AE= acoustic end; AD= acoustic duration; SAS= swallowing apnea start; SAE= swallowing apnea end; SAD= swallowing 
apena duration; sES= submental sEMG start; sEP= submental sEMG peak; sEE=  submental sEMG end; sED= submental sEMG duration.

Figure 2. Nasal cannula, laryngeal microphone, submental sEMG attachment form.

Figure 4. The temporal characteristics of acoustic signal, submental sEMG signal, and nasal air flow in an exhalation-exhalation pattern.
*Swallowing apnea (or respiration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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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의 각 측정치마다 끝나는 지점(End)에서 시작 지점(Start)을 

뺀 구간을 Dur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두 번째, Radish와 Bhat (2012)의 연구에 따르면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호기-삼킴 무호흡-호기’ 패턴을 보이는 비율이 감소하고 ‘호

기-삼킴 무호흡-흡기’, ‘흡기-삼킴 무호흡-흡기’, ‘흡기-삼킴 무호흡-

호기’와 같은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호흡-삼킴의 시

간적 타이밍을 분석하기 위해 ‘호기-삼킴 무호흡-호기’ 패턴이 아닌 

‘흡기-삼킴 무호흡-흡기’ 또는 ‘흡기-삼킴 무호흡-호기’ 패턴을 보일 

경우, 기준 지점을 삼킴 전 호기의 시작으로 하지 않고 Submental 

sEMG signal 또는 비강기류 중 제일 먼저 시작된 지점으로 선정 후 

분석하였다.

세 번째, 삼킴 주기 동안 음향 신호, Submental sEMG 신호, 비강 

기류의 시간적 특성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하여 음향 신호, Sub-

mental sEMG 신호, 비강 기류를 시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시간

적 차이를 분석하였다(Figure 5).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의 시간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Table 2). 

마지막으로 Wang 등(2015)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5 mL 물 삼킴 

시 여러 번 삼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간적 타이밍을 분석할 경우, 

본 연구에서 여러 번 삼킴 중 음향 신호 시작이나 표면 근전도 시작

은 첫 번째 삼킴으로 측정하였으며 두 번째 삼킴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또한, 표면 근전도 정점은 첫 번째 삼킴의 표면 근전도와 두 

번째 삼킴의 표면 근전도 값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삼킴 무호흡 

기간은 여러 번 삼킴이 끝날 때까지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2.0, USA)

를 이용해 통계처리 하였다. 집단(청년층 vs. 노년층)과 성별에 따른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

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년층과 노년

층의 5 mL 물 삼킴 시 삼킴 주기(cycle)에서 성별에 따른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의 시간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

층의 삼킴장애지수와 5 mL 물 삼킴 시 호흡-삼킴 협응 간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피어만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적 유의수준은 .05 수준이었다.

연구결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 비교

5 mL 물 삼킴 시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음향 신호 시작

Table 1. Respiratory-swallowing coordination measurement

Measures

Acoustic signal
   Acoustic start (AS)
   Acoustic peak (AP)
   Acoustic end (AE)
   Acoustic duration (AD)
Nasal air flow
   Swallowing apnea (or respiration pause) start (SAS)
   Swallowing apnea (or respiration pause) end (SAE)
   Swallowing apnea (or respiration pause) duration (SAD)
Submental sEMG of geniohyoideus
   Submental sEMG start (sES)
   Submental sEMG peak (sEP)
   Submental sEMG end (sEE)
   Submental sEMG duration (sED)

Table 2. Temporal characteristics of respiratory-swallowing coordination mea-
surement

No Measures

① From submental EMG start) to swallowing apnea start sES-SAS
② From swallowing apnea start to acoustic start SAS-AS
③ From submental sEMG peak to acoustic peak sEP-AP
④ From acoustic end to swallowing apnea end AE-SAE
⑤ From submental sEMG end to swallowing apnea end sEE-SAE

Figure 5. Analytical method of the temporal characteristics of acoustic signal, submental sEMG signal, nasal air flow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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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ustic start, AS), 음향 신호 정점(acoustic peak, AP), 음향 신호 

지속시간(acoustic duration, AD), 삼킴 무호흡 시작(swallowing 

apnea strat, SAS),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swallowing apnea dura-

tion, SAD), 표면 근전도 시작(Submental sEMG start, sES), 표면 근

전도 정점(Submental sEMG peak, sEP), 표면 근전도 지속시간

(Submental sEMG duration, sED)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3과 

같다.

음향 신호 시작(AS)의 경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과 노년

층의 성별에 따른 음향 신호 시작(AS)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성별 간 음향 신호 시작(A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

에 따른 음향 신호 시작(AS)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76) =9.185, p< .01). 즉,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5 mL 물 삼킴 시 음

향 신호 시작(AS)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늦게 나타났다(Figure 6).

음향 신호 정점(AP)의 경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과 노년

층의 성별에 따른 음향 신호 정점(AP)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

었다. 성별 간 음향 신호 정점(AP)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나 연령에 따른 음향 신호 정점(AP)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76) =8.145, p< .01). 즉,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5 mL 물 

삼킴 시 음향 신호 정점(AP)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늦게 나

타났다(Figure 7).

음향 신호 지속시간(AD)의 경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음향 신호 지속시간(AD)의 상호작용 효과

는 없었다. 성별 간 음향 신호 지속시간(AD)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른 음향 신호 지속시간(AD)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삼킴 무호흡 시작(SAS 혹은 호흡 정지)의 경우, 이원분산분석 결

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삼킴 무호흡 시작(SAS)의 상호

작용 효과는 없었다. 성별 간 삼킴 무호흡 시작(SA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른 삼킴 무호흡 시작(SAS)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Measurement of breathing and swallowing coordination by gender between young and elderly people

Type
Young (N= 40) Old (N= 40)

Source F p-value
M (N= 20) F (N= 20) M (N= 20) F (N= 20)

AS .893 (.219) .957 (.556) 1.312 (.584) 1.203 (.516) Age 9.185 .003**
Gender 0.042 .838

Age*Gender 0.621 .433
AP .960 (.251) 1.029 (.579) 1.355 (.591) 1.276 (.518) Age 8.145 .006**

Gender 0.002 .963
Age*Gender 0.436 .511

AD .128 (.151) .192 (.206) .112 (.085) .162 (.173) Age 0.417 .520
Gender 2.575 .113

Age*Gender 0.043 .836
SAS .606 (.270) .443 (.344) .739 (.403) .637 (.531) Age 3.352 .071

Gender 2.208 .141
Age*Gender 0.117 .773

SAD .684 (.211) 1.192 (.632) 1.987 (1.614) 1.448 (.671) Age -3.630 .001**
Gender 0.070 .945

Age*Gender 6.260 .000***
sES .534 (.282) .672 (.416) .844 (.589) .731 (.394) Age 3.609 .061

Gender 0.016 .899
Age*Gender 1.672 .200

sEP .832 (.233) .872 (.447) 1.194 (.594) 1.219 (.535) Age 11.232 .001**
Gender 0.091 .763

Age*Gender 0.005 .944
sED .698 (.216) .502 (.460) .870 (.413) 1.212 (.883) Age -3.525 .001**

Gender -0.540 .592
Age*Gender 4.780 < .05*

Unit: sec.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S = acoustic start; AP = acoustic peak; AD = acoustic duration; SAS = swallowing apnea start; SAD = swallowing apena duration; sES = submental sEMG start; 
sEP= submental sEMG peak; sED= submental sEMG duration.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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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무호흡 지속시간(SAD)의 경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

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SAD)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F(1,76) = 6.260, p< .001). 따라서, 청년층의 경우, 성별

에 따른 무호흡 지속시간(SAD)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23.199)=  

-3.402, p< .05) 노년층의 경우, 성별에 따른 무호흡 지속시간(SAD)

의 차이를 찾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25.368)=1.380, p>.05) (Figure 8).

표면 근전도 시작(sES)의 경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과 노

년층의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도 시작(sES)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는 없었다. 성별 간 표면 근전도 시작(sE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른 표면 근전도 시작(sES)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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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acoustic start (AS) according to gender of young and elderly people when swallowing 5 mL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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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 of acoustic peak (AP) according to gender of young and elderly people when swallowing 5 mL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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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5 mL Comparison of swallowing apnea duration (SAD) according to gender of young and elderly people when swallowing 5 mL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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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표면 근전도 정점(sEP)의 경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과 노

년층의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도 정점(sEP)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는 없었다. 성별 간 표면 근전도 정점(sEP)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표면 근전도 정점(sEP)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1,76) =11.231, p= .001). 즉,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표면 근전

도 정점(sE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

게 나타났다(Figure 9).

표면 근전도 지속시간(sED)의 경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

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도 지속시간(sED)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F(1,76) =4.780, p< .05). 따라서, 청년층의 경우 성별에 

따른 sED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26.963)=1.725, p< .05) 노년

층의 경우, 성별에 따른 무호흡 지속시간(SAD)의 차이를 찾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t(38)= -1.566, p>.05) (Figure 10).

청년층과 노년층의 5 mL 물 삼킴 시 삼킴 주기에서 성별에 

따른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의 시간적 특성 차이

5 mL 물 삼킴 시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도 시

작(sES)부터 삼킴 무호흡 시작(SAS)까지의 시간, 삼킴 무호흡 시작

(SAS)부터 음향 신호 시작(AS)까지의 시간, 표면 근전도 정점(sEP)

부터 음향 신호 정점(AP)까지 시간의 차이, 음향 신호 종료(AE)부

터 삼킴 무호흡 종료(SAE)까지 시간의 차이, 표면 근전도 종료

(sEE)부터 삼킴 무호흡 종료(SAE)까지 시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4와 같다(Figures 11, 12).

표면 근전도 시작(sES)부터 삼킴 무호흡 시작(SAS)까지의 시간

의 경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도 시작(sES)부터 삼킴 무호흡 시작(SAS)까지 시간의 상호작

용 효과는 없었으며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도 시작(sES)부터 삼킴 

무호흡 시작(SAS)까지 시간 차이와 연령에 따른 표면 근전도 시작

(sES)부터 삼킴 무호흡 시작(SAS)까지 시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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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of submental sEMG peak (sEP) according to gender of young and elderly people when swallowing 5 mL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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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arison of Submental sEMG duration (sED) according to Gender of young and elderly people when swallowing 5 mL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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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무호흡 시작(SAS)부터 음향 신호 시작(AS)까지 시간의 경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삼킴 무호흡 시

작(SAS)부터 음향 신호 시작(AS)까지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

으며 성별에 따른 삼킴 무호흡 시작(SAS)부터 음향 신호 시작(AS)까

지 시간 차이와 연령에 따른 삼킴 무호흡 시작(SAS)부터 음향 신호 

시작(AS)까지의 시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면 근전도 정점(sEP)부터 음향 신호 정점(AP)까지 시간의 경

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

도 정점(sEP)부터 음향 신호 정점(AP)까지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는 없었으며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도 정점(sEP)부터 음향 신호 정

점(AP)까지 시간 차이와 연령에 따른 표면 근전도 정점(sEP)부터 

음향 신호 정점(AP)까지 시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음향 신호 종료(AE)부터 삼킴 무호흡 종료(SAE)까지 시간의 경

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음향 신호 

Table 4. Temporal characteristics of respiratory-swallowing coordination measurement by gender of young and elderly people

Type
Young (N= 40) Older (N= 40)

Source F p-value
M (N= 20) F (N= 20) M (N= 20) F (N= 20)

sES-SAS .072 (.153) -.229 (.338) -.105 (.689) -.094 (.511) Age 0.041 .840
Gender 1.925 .169

Age*Gender 2.231 .139
SAS-AS .286 (.147) .514 (.424) .573 (.631) .566 (.472) Age 2.937 .091

Gender 1.24 .269
Age*Gender 1.401 .240

sEP-AP .127 (.100) .157 (.438) .162 (.296) .057 (.412) Age 0.186 .668
Gender 0.241 .625

Age*Gender 0.782 .379
AE-SAE .270 (.238) .485 (.473) 1.302 (1.357) .720 (.347) Age -3.669 .001**

Gender 0.989 .327
Age*Gender 5.674 .000**

sEE-SAE .059 (.194) .461 (.474) 1.011 (1.429) .142 (1.012) Age 1.078 .284
Gender 0.989 .327

Age*Gender 9.718 < .01**

sES= submental sEMG start; SAS= swallowing apnea start; AS= acoustic start; sEP= submental sEMG peak; AP= acoustic peak; AE= acoustic end; SAE= swallowing apena 
end; sEE= submental sEMG end.
*p < .01, ***p < .001.

Figure 11. Comparison of temporal characteristics of respiratory-swallowing 
coordination measurement according to age when swallowing 5 mL of water.
sES = submental sEMG start; SAS = swallowing apnea start; AS = acoustic 
start; sEP = submental sEMG peak; AP = acoustic peak; AE = acoustic end; 
SAE= swallowing apnea end; sEE= submental sEMG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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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arison of temporal characteristics of respiratory-swallowing 
coordination measurement according to age when swallowing 5 mL of water.
sES = submental sEMG start; SAS = swallowing apnea start; AS = acoustic 
start; sEP = submental sEMG peak; AP = acoustic peak; AE = acoustic end; 
SAE= swallowing apnea end; sEE= submental sEMG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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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AE)부터 삼킴 무호흡 종료(SAE)까지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가 있었다(F(1,76) =5.674, p< .001). 따라서 연령 간 시간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나(t(49.897)= -3.669, p= .001) 성별 간 시간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t(50.593)= .989, p>.05). 즉, 노년층이 청년층

에 비해 음향 신호 종료(AE)부터 삼킴 무호흡 종료(SAE)까지 시간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

표면 근전도 종료(sEE)부터 삼킴 무호흡 종료(SAE)까지 시간의 

경우, 이원분산분석 결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표면 근

전도 종료(sEE)부터 삼킴 무호흡 종료(SAE)까지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F(1,76) = 9.718, p< .01). 따라서 연령 간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며(t(46.734)= -1.471, p>.05) 성별에 따른 차이도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78)=  

1.078, p>.05).

청년층과 노년층의 5 mL 물 삼킴 시 삼킴 주기에서 성별에 

따른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의 시간적 특성 차이

노년층의 K-DHI 총점과 5 mL 물 삼킴 시 음향 신호 지속시간

(AD),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SAD), 표면 근전도 지속시간(sED)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피어만 상관관계 분석(Spearma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5). 삼킴장애지수(K-DHI)

는 무호흡 지속시간(SAD)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  

.304, p< .01). 또한 삼킴장애지수(K-DHI)는 음향 신호 지속시간

(AD), 표면 근전도 지속시간(sED)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호흡-삼킴 구조들의 시간적 협응은 무작위(random)로 움직이

는 것이 아니라 신경 간 네트워크(interneuronal networks)에 의해 

뇌간 및 중추 신경계의 여러 영역과 연결되어 삼킴 및 기도보호 반

사 작용을 조정하게 된다(Broussard & Altschuler, 2000). 이는 나

이가 증가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변화되어질 수 있는데 다른 질병

이 없는 경우 연령에 따른 호흡과 삼킴 관련 구조의 협응 변화는 삼

킴 기능의 병리학적 악화라고 보기 보다는 생리학적 보호를 위한 

보상 작용으로 볼 수 있다(Leslie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5 

mL 물 삼킴 시 삼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흡-삼킴 협응에 관련

된 8개의 측정치[음향 신호 시작(AS), 음향 신호 정점(AP), 음향 신

호 지속시간(AD), 삼킴 무호흡 시작(SAS),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

(SAD), 표면 근전도 시작(sES), 표면 근전도 정점(sEP), 표면 근전도 

지속시간(sED)을 살펴보았으며, 성별 및 청년층과 노년층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5 ml 물 삼킴 시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음향 신호와 관련된 측정치들을 비교한 결과, 삼킴 후 음향 신

호 시작(AS) 시간의 평균과 음향 신호 정점(AP) 시간의 평균이 노

년층에서 더 길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01). 마지

막으로 음향 신호 지속시간(AD)의 평균은 청년층에서 더 길었으

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삼킴 후에 나타

나는 일정한 패턴의 파열음은 정상 삼킴과 삼킴장애를 변별할 수 

있고 특정 소리와 신체의 움직임과 연결 지었으며 인두 삼킴 시 음

향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삼킴의 호흡 단계를 볼 수도 있다(Leslie 

et al., 2004; Wilcox, Liss, & Siegel, 1996). 삼킴 시 연령이 증가할수

록 음향 신호 시작의 지연과 지속시간 측정치가 짧아지는 것은 청

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삼킴 시 기도보호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대 폐쇄는 주요 기도보호 매커니즘 중 하나로 음

식덩이가 통과하는 동안 기도로 이물질이 흡인되지 않도록 기도보

호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음식덩이 통과 시간은 성대 내전 시간보

다 짧아야 하지만(Ren J. et al., 1993)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향 신

호 관련 측정치가 지연된다는 것은 삼킴 시 기도보호 기능이 적절

히 작용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 연

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삼킴 시작부터 음향학적 측정치의 시작

까지의 기간이 증가한다는 Wang 등(201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한편, 성별에 따른 음향 신호 관련 측정치를 비교하였을 때 남성

과 여성의 음향 신호 시작(AS), 음향 신호 정점(AP), 음향 신호 지속

시간(AD)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즉, 삼킴 

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향 신호 측정치가 지연되었지만 성별에 따

른 음향 신호 측정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삼킴 시 음향 신호 측정치를 비교하지 않

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삼킴 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음향 신호 측정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wallowing disorder index in elder-
ly people and the respiratory-swallowing coordination measurement of swal-
lowing 5 ml of water

K-DHI AD SAD sED

K-DHI 1.000 .087 .304** .195
AD .087 1.000 .421** .110
SAD .304** .421** 1.000 .205
sED .195 .110 .205 1.000

K-DHI= Korea-Dysphagia Handicap Index; AD= acoustic duration; SAD= swallowing 
apena duration; sED= submental sEMG duration.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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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한 평균을 제시함으로써 청년층과 노년층의 삼킴 평가 및 

중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5 mL 물 삼킴 시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삼킴 무호

흡 관련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에 따라 청년층과 노

년층의 삼킴 무호흡 측정치를 비교하였을 때 삼킴 무호흡 시작

(SAS) 시간은 노년층의 삼킴 무호흡 시작(SAS) 시간이 더 길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삼킴 무호흡 지속

시간(SAD)은 노년층의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SAD)이 더 길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01). 이 결과는 노년층이 청년

층에 비해 삼킴 시 무호흡이 더 오래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결과는 국외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삼킴 무호흡 기간

이 증가한다는 Radish와 Bhat (2012)의 연구와 Wang 등(2015)의 

연구, Yagi 등(2017)의 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호흡의 경우 삼킴 시 

호기는 인두단계 직전에 시작하여 인두단계 동안 무호흡이 나타나

고 삼킴 전 후 호흡 패턴을 포함한 호흡-삼킴 협응 능력은 안전하게 

삼킴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삼

킴 무호흡 시간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삼킴의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국 노년층에서 삼킴 무호흡 시작(SAS)의 지연은 기

도 폐쇄 시작 타이밍이 늦게 되므로 흡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하고 전반적으로 지연된 삼킴 기간으로 인해 청년층보다 긴 무호흡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호흡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경

우 삼킴 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성별에 따른 삼킴 무호흡 관련 측정치를 비교하였을 때 남

성과 여성의 삼킴 무호흡 시작(SAS),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SAD)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는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SAD)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Martin-Harris 등

(2005)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18세부터 75세 이상까지 800명을 대

상으로 4개의 그룹(그룹 1: 18세부터 40세, 그룹 2: 41세부터 59세, 

그룹 3: 60세부터 75세, 그룹 4: 76세 이상)으로 나누어 연령과 성별

에 따른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을 보았던 Radish와 Bhat (201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5 mL 물 삼킴 시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도 관

련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연령에 따른 청년층과 노년층의 표면 근전

도 측정치를 비교하였을 때 표면 근전도 시작(sES)은 노년층의 표

면 근전도 시작(sES)이 더 길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p>.05). 표면 근전도 정점(sEP)과 표면 근전도 지속시간

(sED)은 노년층이 더 길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 .001).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혀 기저부(toung base) 근육의 위

축(atrophy) 및 약화는 적절한 압력으로 음식덩이를 인후로 이동시

킬 수 없는 원인이 된다(Groher & Crary, 2011; Rofes et al., 2011). 노

년층에서 노화에 따른 근력 감소, 이차적인 근육의 부피와 신축성 

감소는 청년층에 비해 삼킴 시 음식덩이의 이동 소요 시간을 늘리

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저하된 근력으로 인해 삼킴 시 순간적으로 근

육을 사용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삼킴 관련 근육들의 움직임을 

오래 유지해 안전한 삼킴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삼킴 

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표면 근전도 시작(sES)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표면 근전도 정점(sEP)과 표면 근전도 지속

시간(sED), 표면 근전도 종료 지점(sEE)이 지연되는 것이 이를 지지

한다고 볼 수 있다. 표면 근전도 관련 측정치 역시 음향 신호 관련 

측정치와 마찬가지로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삼킴이 지연되었다

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한편,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도 관련 측정치를 비교하였을 때 남

성과 여성의 표면 근전도 시작(sES), 표면 근전도 정점(sEP), 표면 근

전도 지속시간(sED)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삼킴 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표면 근전도 관련 측정치가 지연되었

지만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도 관련 측정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삼킴 시 표면 근전도 

관련 시간적 측정치를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삼킴 시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면 근전도 관련 시간적 측정치는 정상과 삼킴장애를 구별

하고 노인연하장애와 삼킴장애를 감별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5 mL 물 삼킴 시 청년층과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의 시간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령에 따라 청년층과 노년층

의 측정치의 시간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표면 근전도 시작(sES)

부터 삼킴 무호흡 시작(SAS)까지 시간은 노년층에서 더 길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또한 삼킴 무호흡 

시작(SAS)부터 음향 신호 시작(AS)까지 시간은 노년층에서 더 길

었으며 표면 근전도 정점(sEP)부터 음향 신호 정점(AP)까지 시간은 

청년층에서 시간이 더 길었으나 이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05). 음향 신호 종료(AE)부터 삼킴 무호흡 종료(SAE)까지 

시간은 노년층에서 더 길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 .001). 마지막으로 표면 근전도 종료(sEE)부터 삼킴 무호흡 종

료(SAE)까지 시간은 노년층에서 더 길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한편,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측정

치의 시간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의 시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결과적으로 연령에 따른 측정치의 시간적 특성 중 음향 신호 종

료(AE)부터 삼킴 무호흡 종료(SAE)까지 차이를 제외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측정한 측정치들과 함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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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초기에 기준으로 제시한 그래프와는 달리 삼킴의 첫 시작

이 음식덩이의 이동을 나타내는 턱 아래 근육의 움직임이 아닌 삼

킴 무호흡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첫째, 호흡-삼

킴 협응 패턴의 변화와 둘째, 기도보호 기능으로 인해 턱 아래 근육

이 움직이기 전 삼킴 무호흡이 먼저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삼킴 

무호흡 시작(SAS)부터 표면 근전도 시작(sES)까지의 시간과 음향 

신호 시작(AS)의 시간이 노년층에서 지연된 것은 노년층의 호흡-

삼킴 협응 능력의 저하로 인해 삼킴 무호흡 시작 후 호흡 기능이 충

분히 지지된 다음 턱 아래 근육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음식덩이가 

이동하는 기도보호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삼킴과 

관련된 구조들의 협응 능력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킴 

무호흡 종료(RPE)부터 음향 신호 종료(AE)까지의 시간, 삼킴 무호

흡 종료(RPE)부터 표면 근전도 종료(sEE)까지의 시간이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이 길었다는 것도 노년층에서 삼킴 무호흡이 길었기 때

문으로 보이며 이 역시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삼킴 지연이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Figure 13).

Martin-Harris 등(2005)의 연구에서는 무호흡의 시작이 연령과 

관계없이 건강한 성인 대상자 간에 큰 변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동성은 삼키기 전 숨을 참는 시간이 개인의 특유의 학습된 특성 

혹은 습관화된 음주 반응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무호흡의 시작

과는 반대로, 무호흡의 종료는 청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이

었으나, 노년층은 상당히 늦게 발생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시간

의 무호흡은 삼킴장애가 없는 건강한 노년층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삼킴 지속시간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Martin-Harris 등(2005)의 연구에서는 76명의 건강한 성인

을 대상으로 호흡-삼킴의 협응을 보기 위해 MBS와 digital work-

station을 동시에 사용하여 11개의 삼킴 사건(무호흡, 구강 음식덩

이 이동, 후두 폐쇄, 설골 이동, PES 개방, 최대 후두 패쇄, 최대 설골 

이동, 후두 개방, PES 개방, 무호흡 종료, 설골 제위치로 이동)의 시

작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의 호흡 및 삼킴과 

관련된 생리학적 사건에서 호흡 단계 패턴과 시간적 조절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정상 호흡과 삼킴의 관계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상 패턴과 흡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년층의 K-DHI 총점과 5 mL 물 삼킴 시 호흡-삼킴 협응 측정

치 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K-DHI 총

점과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p< .001), 음향 신호 지속시간과 표면 근전도 지속시간은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결과적으

로, 5 mL 물 삼킴 시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인 음향 신호 지속시간,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 표면 근전도 지속시간 중 특히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삼킴 

기간이 증가할수록 삼킴 시 스스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삼킴장애 진단을 받은 적

이 없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킴과 관련된 

음향 시간 지표 및 삼킴 무호흡 지표, 표면 근전도 지표의 증가에 따

라 스스로 느끼는 삼킴 시 어려움의 정도가 커졌다. 따라서 65세 이

상 지역사회 노인의 60% 이상이 삼킴장애 위험성이 있다는 Yim, 

Kim과 Son (2014)의 연구결과와 구강인두삼킴장애의 유병률

(prevalence)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Wirth 등(2016)

의 연구결과를 함께 비교했을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노화로 인

한 삼킴 지연은 노년층을 노인삼킴장애로 분류하기 위한 적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삼킴 시 무호흡 시간이 증가하는 것

은 노년층의 기도보호를 위한 기제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무호흡이 증가할수록 DHI가 높게 나타난 것은 호흡

Figure 13. Comparison of acoustic signal, submental sEMG signal, nasal air flow measurement in young and elderly people.
AS= acoustic start; AP= acoustic peak; AE= acoustic end; AD= acoustic duration; SAS= swallowing apnea start; SAE= swallowing apnea end; SAD= swallowing 
apena duration; sES= submental sEMG start; sEP= submental sEMG peak; sEE=  submental sEMG end; sED= submental sEMG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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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저하되므로 삼킴동안 호흡의 지지를 많

이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사레걸림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삼킴곤란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MBS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노년층의 삼킴과 

관련된 호흡의 협응 능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아울러 호흡-삼킴 협응 능력과 주관적 삼킴장애와 상관

성이 높은 변수를 찾아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노년층의 경우 삼킴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없더라도 신체

의 노화 과정에 따른 삼킴 기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노화에 따른 

근감소(sarcopenia), 호흡 능력의 감소나 삼킴 시작의 어려움, 코로 

역류, 음식 잔여물 삼킴 지연, 삼킴 후 목의 이물감이나 잔여물 증

가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Namasivayam-MacDonald & 

Riquelme, 2019), 병리적 삼킴장애가 없는 정상 노인으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삼킴장애 예방과 삼킴 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5 mL 물 삼킴 시 호

흡-삼킴 협응 패턴은 다음 Table 6과 같다. 청년층의 호흡-삼킴 협

응 패턴은 ‘호기-삼킴-호기’ 패턴이 대부분이었으나, ‘흡기-삼킴-호

기’ 패턴이 일부 관찰되었다(2.5%, 2/80), 평균 연령: 21.5세). 노년층

의 호흡-삼킴 협응 패턴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호기-삼킴-호기’

가 대부분이었으나, ‘흡기-삼킴-호기’ 패턴이 12.5% (5/80, 평균 연

령: 70.8세)와 ‘호기-삼킴-흡기’ 패턴이 3.8% (3/80, 평균 연령: 71.4

세)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호흡-삼킴 협응 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isher의 정확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2)=  

4.8, p= .10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호흡-삼킴 패턴이 나타났고 이는 Radish와 Bhat (2012)의 

연구를 지지하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호흡-삼킴 협응 패턴이 변

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호흡-삼킴 패턴에서 

흡기가 먼저 나타난다는 것은 음식덩이 또는 침 등이 외전된 성대

로 침습 또는 흡인되는 것을 촉진시키며 기도보호 기능이 저하 되

어 삼킴장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Martin-Harris 등(2005)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성인의 주요 호흡 

패턴은 호기-호기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성대 폐쇄는 관찰하지 못

하였으나 인두 삼킴의 초기와 후기 단계에서 성대가 부정중위

(paramedian) 위치에 있는 것과 호흡의 호기 단계가 관련이 있음

을 시사하였다. 진성대가 부정중위(paramedian) 위치에 있다는 것

은 삼킴 전이나 삼킴 후 흡기 시 성대 위치가 외전된 상태와 비교했

을 때보다 기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인두단계의 끝

Table 6. Analysis of the pattern of breathing-swallowing coordination be-
tween young and elderly people

Exhalation-
exhalation

Exhalation-
inhalation

Inhalation-
exhalation

Inhalation-
inhalation Total

Young 38 (47.5) 0 (0) 2 (2.5) 0 (0) 40 (50)
Old 32 (40) 3 (3.8) 5 (12.5) 0 (0) 40 (50)
Total 70 (87.5) 3 (3.8) 7 (8.8) 0 (0) 80 (100)

Values are presented as frequency (%).

Figure 14. Multiple swallowing patterns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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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동안 성대가 외전된 상태의 흡기는 후두 입구로 타액이나 음

식물이 들어가기 용이하므로 기침이 억제되어 있거나 상기도 감각

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폐의 방어 기제가 손상된 환자에게

는 특히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에게서 삼킴 동안 흡기 패턴이 더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건

강한 노인에게서 이러한 패턴이 발견되더라도 흡인이 나타나지 않

을 수 있지만, 변경된 연령 관련 호흡 패턴은 뇌졸중이나 진행성 신

경질환과 같은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에게 더욱 심각한 삼킴 장애

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삼킴 장애와 폐렴과 관련

된 연령 관련 질병의 증가에 대한 예측을 고려할 때, 추후에는 비정

상적인 삼킴 생리와 호흡기 삼킴장애, 그리고 증가하는 노인 인구

를 위협하는 병적인 건강 결과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종적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노년층 삼킴 패턴을 분석한 결과 노년층의 10%가(4/40, 평

균 연령: 70.75세) 여러 번 삼킴이 나타났다. Leslie 등(2005)의 연구

에 의하면 5 mL 물 삼킴 시에도 여러 번 삼킴이 발생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여러 번 삼킴의 상관성은 없었다. 그러나 삼킴 능력

의 저하로 구강 내 잔여물이 청년층에 비해 더 많이 남는 노년층의 

경우 여러 번 삼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년층의 경우 

청년층에 보다 더 큰 호흡의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Fig-

ure 14).

Leslie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5 mL 물 삼킴 시에도 여러 번 

삼킴이 발생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여러 번 삼킴의 상관성은 

없었다. 그러나 삼킴 능력의 저하로 구강 내 잔여물이 청년층에 비

해 더 많이 남는 노년층의 경우 여러 번 삼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노년층의 경우 청년층에 보다 더 큰 호흡의 지지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Figure 14).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5 mL 물 삼킴 시 성별에 따른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노년층의 경우 호

흡-삼킴 협응 측정치와 한국판 삼킴장애지수(K-DHI) 간 상관관

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연령이 증가할수

록 삼킴과 관련된 음향 신호 측정치와 삼킴 무호흡 측정치, 표면 근

전도 측정치가 지연되었지만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삼킴 

주기(cycle)에서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들의 시간적(timing) 특성

을 봤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지연되었

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노년층에서 5 mL 물을 삼키는 동안 삼킴 무호

흡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이 느끼는 삼킴 어려움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질적 분석을 통해 청년층과 다른 노

년층의 호흡-삼킴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적은 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

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많은 수의 청년층과 노년층의 모집단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의 삼킴장애 특성을 알아

보고 기준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

층과 노년층의 삼킴 패턴(pattern)이 일반적인 ‘호기-삼킴-호기’ 패

턴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삼킴의 시간적(timing) 특

성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의식적 삼킴이 아닌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으며 노인

군의 경우 삼킴 패턴(pattern)에 따른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 사이

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는 5 mL 

물 삼킴 시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만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추후에

는 퓨레, 고체 음식 등 다양한 삼킴 재료에 따른 청년층과 노년층의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하

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신경학적 장애로 인한 삼킴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판 삼킴장애지수 및 호흡-삼킴 협응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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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노년층과 청년층의 호흡-삼킴 협응의 시간적 특성 비교

서해니1,2·최성희1,3·이경재1,3·최철희1,3

1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 2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3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삼키는 동안 호흡-삼킴의 관계는 매우 역동적이며 기도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시간적 타이밍과 협응이 요구된다. 특히 

삼킬 때 기도를 보호하는 능력은 노화에 따라 저하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년층과 노년층의 호흡-삼킴 패턴과 호흡-삼킴의 협응

에 따른 시간적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청년 40명, 노인 40명 총 80명의 정상인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호흡 및 삼킴의 협응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5 mL 물 삼키기 검사 중 digital workstation™을 사용하였다. 호흡-삼킴 협응과 관계된 시간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음향 신호 시작(AS), 음향 신호 정점(AP), 음향 신호 지속시간(AD), 삼킴 무호흡 시작 혹은 호흡정지 시작(SAS), 삼킴 무호흡 지

속시간 혹은 호흡정지 지속시간(SAD), sEMG 지속시간(sED), sEMG 시작(sES), 표면 근전도 정점(sEP), 표면 근전도 지속시간(sED)을 

측정하였으며, 삼킴 곤란 정도에 대한 자가평가를 위해 삼킴장애지수(DHI)를 측정하였다.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삼킴과 관련된 음

향 신호 측정치와 삼킴 무호흡 측정치, 표면 근전도 측정치가 지연되었고 삼키는 동안 삼킴과 관련된 구조들의 순차적인 협응 시간의 지

연을 보였지만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K-DHI 총점과 호흡-삼킴 협응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를 통해 노년층의 K-DHI 총점

과 삼킴 무호흡 지속시간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노년층의 경우 청년층과 비교 하였을 때 호흡-

삼킴 협응의 시간적 타이밍 지연 및 삼킴 패턴의 변화는 삼킴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노화로 인한 삼킴 지연은 노인삼킴

장애를 분류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삼킴 시 무호흡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노년층의 기도보호를 위한 기제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노인층의 무호흡 시간과 K-DHI 점수의 높은 상관성은 노화로 인한 호흡기능의 저하가 나타날수록 삼킴동안 호흡 정

지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사레걸림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주관적 삼킴장애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병리적 삼킴장애가 없는 정상 노인으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삼킴과 관련된 능력이 저하된 노년층을 대상으로 삼킴장애 

예방과 삼킴 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어: 한국판 삼킴장애지수, 호흡과 삼킴의 협응, 5 mL 물 삼킴, 정상 노년층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발췌 및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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