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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 지도에 관한 부모교육이 뇌성마비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  홍선영 외

Appendix 1. 섭식 기능 평가

평가 항목 평가문항 목표 행동

섭식 환경   1 식사 시 아동에게 말을 걸고, 음식을 보여준 다음 입안으로 가져갔다. 

  2 식사 시 처음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서 5분 이상 탐색할 시간을 주었다.

  3 아동이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였다(아동 혼자 식사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4 식사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했으며 아동에게 적절한 양(스푼의 둥근 부분에 1/2, 2/3정도)을 제공하였다. 

  5 입을 벌리기 전에 무리하게 음식을 넣지 않고, 아동의 반응을 1-2분 기다려주었다. 

  6 식사 시 제공된 섭식 도구(스푼, 컵)가 아동의 구강크기보다 작거나 크지 않았다. 

  7 식사 시 아동은 신체의 바른 정렬(alignment)을 유지하였다.

구강민감도   1 얼굴전체

  2 구강주위

  3 입술 윗입술

  4 아랫입술 

  5 혀

구강기능 운동성   1 턱 상하로 입을 길게 벌린다.

  2 좌우로 번갈아 움직인다.

  3 회전으로 움직인다.

  4 입술 입술을 오므렸다가 편다.

  5 양쪽 입술꼬리를 구각으로 잡아당긴다.

  6 볼 부풀리기를 한다. 

  7 혀 양 입술에 접촉되지 않게 입 밖으로 내밀었다가 당긴다.

  8 윗입술에 접촉한다.

  9 아랫입술에 접촉한다.

10 위아래 입술에 번갈아 접촉한다.

11 오른쪽 구각에 접촉한다.

12 왼쪽 구각에 접촉한다.

13 양 구각에 번갈아 접촉한다.

섭식 기능   1 숟가락이 입술 주변에 오면 하악이 아래로 내려가고 입술이 벌어진다.

   (숟가락)   2 음식물이 구강 안으로 들어가면 혀가 구강 뒤쪽에 위치한다.

  3 윗입술을 내려와 숟가락 위로 가져간다.

  4  윗입술로 숟가락 위의 음식물을 구강 안으로 가져온다.

  5 아랫입술을 숟가락 아래에 위치한다.

  6 혀와 함께 입술을 이용해 숟가락의 음식물을 구강 양 옆쪽으로 보낸다.

  7 턱 회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음식물을 삼키는 동안 턱을 다물고 유지한다. 

  8 삼키는 동안 양 입술의 폐쇄를 유지한다.

섭식 기능  
   (저작하기)

  1 음식물이 입술 주변에 오면 점차 입을 벌린다.

  2 혀로 음식물을 구강 양 옆쪽으로 보낸다.

  3 음식물을 3번 이상 씹어 음식 덩이를 형성한다.

  4 턱의 회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음식물을 삼키는 동안 턱을 다물고 유지한다.

  5 삼키는 동안 양입술의 폐쇄를 유지한다.

섭식 기능(컵)   1 컵으로 마실 때 윗입술이 주머니 모양을 형성하고 음식물을 입 안으로 끌어당긴다.

  2 마시는 동안 하악과 아랫입술의 움직임이 고정된다.

  3 마시는 동안 혀가 입 바닥에 위치한다.

  4 음료수를 끌어당기기 위해 위 입술을 움직인다.

  5 1회 구강으로 유입된 양을 흘리지 않고 삼킨다.

  6 연속해서 구강으로 유입된 음료수를 흘리지 않고 삼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