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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뇌졸중 환자의 삼킴장애지수(DHI)와 관련 변인 분석

삼킴장애는 뇌졸중 환자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환자 중심의 주관적 평가는 객관적 평가 못지않게 중요

하다. 현재까지 주관적 삼킴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삼킴 관련 삶의 질

을 조사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동질적(homogeneous) 질환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삼킴 관련 변인을 세분화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뇌졸중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삼킴장애지수(DHI)를 조사한 후, 삼

킴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뇌졸중 환자군의 DHI 점수는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정상군 점수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기능적 및 신체적, 정서적 영

역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DHI는 일반적 특성인 유병기간, 뇌졸중 후 상태에 관한 지표인 인

지 기능(K-MMSE), 뇌졸중 후 중증도(NIHSS), 우울 수준(GDS)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삼킴 기능 지표인 침습 및 흡인 정도

(PAS),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FDS), 식이 단계(ASHA NOMS)와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 삼킴 기능 관련 변인 중 DHI에 가장 큰 상대적 영향력을 미

치는 변인은 FDS, PAS 순으로, 이들 두 변인은 결합적으로 DHI를 

66.3% 설명하였다. 하지만 삼킴 기능을 세분화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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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은 침습 및 흡인, 입술 폐쇄, 삼킴 후 인두벽 코팅 순이었으며, 이

들은 DHI를 61.8% 설명하였다. 구강 및 인두 단계의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FDS)만 살펴보았을 때는 인두 이동 시간, 음식덩이 형성, 삼킴 

후 인두벽 코팅 순으로 큰 영향력을 가졌으며, 이들 세 변인은 DHI에 

대하여 60.2%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인두 단계의 삼킴 문제

가 구강 단계의 문제보다 삼킴 관련 삶의 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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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삼킴장애지수(DHI)와 관련 변인 분석

<지도교수 김 덕 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김  한  결

Ⅰ. 서론

1. 이론적 배경

삼킴(swallowing)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이다.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삼키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삼킴은 음식을

입안에서 인두를 거쳐 식도로 옮기는 복잡한 과정이며1, 삼킴의 목적은 음식

물을 입에서 위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다.2

삼킴 과정은 일반적으로 네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구강 준비 단계에서

혀와 치아 등으로 음식물을 저작하여 음식덩이(bolus)를 형성한 후, 구강 운

반 단계에서 음식덩이를 구강 뒤편으로 운반한다. 인두 단계에서는 설골-후

두 상승으로 후두개 폐쇄가 이뤄지고, 비강 역류를 막기 위해 연인두개 폐쇄

가 일어난다. 인두 연동작용에 의해 음식물이 내려가면 상부식도괄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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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esophageal sphincter, UES)이 열리면서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간다.

마지막 식도 단계에서는 음식물이 약 25cm의 식도를 지나 하부 식도 괄약근

(lower esophageal sphincter, LES)에 도달한다. 정상적인 삼킴은 이러한 관

련 구조들이 적시(timing)에, 적정 거리(displacement)로, 적절한 속도

(velocity)로 움직여야 가능하다.3,4

삼킴장애(dysphagia)는 여러 단계의 삼킴 과정 중 하나 이상에 문제를 보

이는 것을 말한다. 삼킴장애는 뇌졸중과 같은 혈관성 질환이나 외상성 뇌손

상, 척추 손상, 뇌종양, 뇌막염 등 급성 질환에 기인한 중추․말초신경계 손

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진행성 구마비,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

증, 다발성 경화증, 중증 근무력증, 치매 등의 진행성 질환과 뇌성마비 등의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3

이중 뇌졸중은 삼킴장애를 보일 확률이 가장 높은 신경학적 질환이다.2 뇌

졸중이란 뇌혈관의 출혈 혹은 경색 등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신경학적 장애

또는 의식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을 가리킨다. 뇌졸중 환자의 삼킴장애 유병률

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급성기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유병률을

보고하였다.5,6 뇌졸중 환자는 흡인의 발생률이 높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 패혈증, 사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7

삼킴장애는 환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도 영향을 준다. 삼킴이 어려

우면 식사 시간 또는 여가 활동 등에 제약이 생겨 심리․정서적 건강 및 사

회생활에도 악영향이 초래된다.8 삼킴장애는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신체도식

과 타인과의 관계를 저해하며2, 결과적으로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9 이

처럼 삼킴장애는 환자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큰 영

향을 준다.

현대 의료서비스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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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삶의 질’

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 및 가치 체계 내에서 그들 자신의 목표, 기

대, 규범 및 관심과 관련된 각자의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10 이와 같이 ‘건강’과 ‘삶의 질’은 주관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따라

서 질병의 평가와 중재에서 단순히 질병의 유무나 중증도를 다루는 것을 넘

어, 환자가 느끼는 심리․정서적, 사회적 안녕을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선행 연구들은 삼킴장애가 실제 삶에 미치는 어려움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환자 보고에 의한 주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1,12 환자 중심의 주관

적 평가는 삼킴장애가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

보를 제공한다. 이는 적절한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 교육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환자의 관점에서 중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현재까지 다양한 주관적 삼킴 평가 도구가 개발되

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평가 도구는 Swallowing Quality of Life

(SWAL-QOL) 척도이며, 이외 Swallowing after Total Laryngectomy

(SOAL) 설문지, Sydney Swallow Questionnaire(SSQ), Swallowing

Disturbance Questionnaire(SDQ), Eating Assessment Tool-10(EAT-10) 등

이 마련되어 있다.13-17

하지만 대부분의 평가 도구는 임상에서 활용되기에 다소 한계점을 지닌

다. 우선 SWAL-QOL은 총 44문항으로 문항 수가 많아 효율적인 평가에 어

려움이 있다. SOAL 설문지는 총 17문항으로 문항 수가 비교적 적으나 후두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특정된다. SSQ와 SDQ는 각 17문항, 15문항으로 음식

물의 종류 및 농도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지만, 문항이 신체적 측면에 치중되

어 있다. EAT 10은 하위 영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10문항으로 구성되며 구

강 단계에 관한 문항이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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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2년 Silbergleit 등이 보다 타당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삼킴장애지수(Dysphagia Handicap Index, DHI)를 개발하였다.18 DHI는 총

25항목으로 신체적(physical), 기능적(functional), 정서적(emotional) 측면에서

삼킴으로 인한 어려움을 측정한다. 국내에서 DHI는 2014년에 한국어로 번안

된 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19 이후 연구에서는 한국인 정상 노인층

의 DHI 점수가 정상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높음이 확인되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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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삼킴장애는 환자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삼킴장애가 실제 삶에 미치는 어려움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환자 보고

에 의한 주관적 평가는 매우 유용하다. 이에 현재까지 다양한 주관적 삼킴

평가 도구가 개발되고 활용되어왔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주관적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집단 간 차이 및 중재

효과를 측정하거나 삼킴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관련 변인들을 조사하였다.20-28

하지만 지금까지 동질적(homogeneous) 질환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삼킴 관련 변인을 세분화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DHI를 활용하여 삼킴 관련 삶의 질의 주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삼킴장애가 의심되는 뇌졸중 환자군의

DHI 분포를 조사한 후, 일반적 특성, 뇌졸중 후 상태, 삼킴 기능과 DHI 간

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이 DHI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이

를 통해 삼킴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분석하고 향후 연

구 및 임상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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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가.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진단명, 병소, 유병기간), 뇌

졸중 후 상태(K-MMSE, NIHSS, MBI, FAC, GDS), 삼킴 기능

(PAS, FDS, ASHA NOMS)에 따른 DHI는 어떠한가?

나.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진단명, 병소, 유병기간), 뇌

졸중 후 상태(K-MMSE, NIHSS, MBI, FAC, GDS), 삼킴 기능

(PAS, FDS, ASHA NOMS)과 DHI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다. 뇌졸중 환자의 삼킴 기능(PAS, FDS, ASHA NOMS)이 DHI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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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는 세브란스 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No.4-2018-0099)의 승인을 거쳐 모든 대상자들의 구두

및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비디오 투시 조영 삼킴 검사(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를 받은 뇌졸중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2) 삼킴장애가 의심되어 비디오 투시 조영 삼킴 검사

(VFSS)를 시행한 환자이다. 단, DHI 설문지의 다섯 문항을 실시하였을 때 의

사소통 문제로 설문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45명으로 남성 35명(77.8%), 여성 10명(22.2%)이었다. 연

령은 35∼93세의 범위로 평균 64.6(±13.3)세였으며, 65세를 기준으로 청년층

(<65)은 25명(55.6%), 노년층(65≦)은 20명(44.4%)이었다. 진단명의 경우 뇌출

혈 12명(26.7%), 뇌경색 33명(73.3%)이었다. 병소는 소뇌천막(tentorium

cerebelli)을 기준으로 천막 상(supratentorial) 28명(62.2%), 천막 하

(infratentorial) 17명(37.8%)이었으며, 손상 반구로 구분할 때 좌반구 17명

(37.8%), 우반구 18명(40.0%), 양반구는 10명(22.2%)이었다. 유병기간은 3∼

1864일의 범위로 평균 126.56(±292.326)일이었으며, 급성기 3개월 기준으로 3

개월 미만은 31명(68.9%), 3개월 이상은 14명(31.1%)이었다(표 1).

뇌졸중 후 상태에 관한 지표인 K-MMSE는 평균 23.00(±5.580)점, NIHSS

는 평균 7.91(±6.134)점, MBI는 평균 35.11(±24.686)점, FAC은 평균

.76(±1.090)점, GDS는 평균 11.76(±8.488)점이었다. 삼킴 기능에 관한 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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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는 평균 3.69(±2.618)단계, FDS는 평균 35.47(±12.952)점, ASHA NOMS는

평균 5.22(±1.906)단계였다(표 2).

표 1. 뇌졸중 환자군의 일반적 특성(n=45)

항목 분류 대상자 수(백분율)

성별
남성 35(77.8%)

여성 10(22.2%)

연령
청년층 25(55.6%)

노년층 20(44.4%)

진단명
뇌출혈 12(26.7%)

뇌경색 33(73.3%)

병소(상하)
천막상 28(62.2%)

천막하 17(37.8%)

병소(좌우)

좌반구 17(37.8%)

우반구 18(40.0%)

양반구 10(22.2%)

유병기간
3개월 미만 31(68.9%)

3개월 이상 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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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뇌졸중 환자군의 뇌졸중 후 상태 및 삼킴 기능

항목 평가 도구 평균(표준편차) 범위

뇌졸중 후 상태

K-MMSE 23.00±5.580 13∼30

NIHSS 7.91±6.134 0∼23

MBI 35.11±24.686 0∼97

FAC .76±1.090 0∼5

GDS 11.76±8.488 0∼29

삼킴 기능

PAS 3.69±2.618 1∼8

FDS 35.47±12.952 18∼79

ASHA NOMS 5.22±1.9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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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및 절차 

가. 일반적 특성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치료사에 의해 평가된 지표를 이용하여 대상자에 관

한 일반적인 정보(성별, 연령, 진단명, 병소, 유병기간)를 조사하였다.

나. 뇌졸중 후 상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치료사에 의해 평가된 지표를 이용하여 뇌졸중 후 상

태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단, 보고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

접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1)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는 Folstein 등29이 개발한 인지 기능 선별 검사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이다.30 시간 지남력(5점), 장소 지남력(5점), 기억등록(3점), 주의집중과 계산

(5점), 기억회상(3점), 언어(8점), 시공간 구성(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은

30점으로, 24점 이상은 정상, 20∼23점은 경도 인지장애, 10∼19점은 중등도

인지장애, 9점 이하는 심한 인지장애로 구분한다. 대상자의 K-MMSE 점수를

바탕으로 인지 수준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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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국립 보건원 뇌졸중 척도(NIHSS) 

미국 국립 보건원 뇌졸중 척도(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는 뇌졸중 후 중증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국내에서는 이

경무 등이 번역한 한글판 NIHSS31가 사용된다. 의식 수준, 응시, 시야, 안면

마비, 팔․다리의 근력, 운동실조, 감각, 언어, 구음장애, 무시의 총 11개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0점은 정상, 1∼4점은 경도, 5∼15점은 중등도, 16∼20점

은 중등도∼고도, 21∼42점은 고도의 중증도로 구분한다. NIHSS 총점을 기준

으로 대상자의 뇌졸중 중증도를 조사하였다.

3) 수정 바델 지수(MBI)

바델 지수(Barthel Index)는 일상생활 활동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이

다. 국내에서는 제5판 수정 바델 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번안한

한글판 수정 바델 지수(Korean Modified Barthel IndexI)32가 마련되어 있다.

총 10가지의 일상생활 활동을 측정하며, 신변처리 동작(self-care index) 7개

항목과 기동 능력(mobility index)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세부 항목은 개인

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계단 오르기, 옷 입기, 대변조절, 소변조

절, 보행/의자차, 의자/침대 이동으로 분류된다. 도움의 정도에 따라 각 1∼5단

계로 나누어 각 점수를 측정한다. 총점은 100점으로, 0∼24점은 전적 의존

(total), 25∼49점은 심도(severe), 50∼74점은 중등도(moderate), 75∼89점은

경도(mild), 90∼99점은 최소 의존(minimal)으로 구분한다. 대상자의 MBI 결

과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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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적 보행 지수(FAC)

기능적 보행 지수(Functional Ambulation Classification, FAC)는 매사추세

츠 종합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서 개발된 보행 능력 검사

도구이다.33 대상자의 걷는 형태를 관찰하거나 간단한 질문을 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보행 시 필요로 하는 인적 도움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게 된다. 0점

∼5점의 6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인 보행 능력이 좋은

것으로 정의한다. 대상자의 FAC 점수를 기준으로 보행 능력을 평가하였다.

5) 노인 우울 척도(GDS)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는 우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34 GDS는 다른 우울 척도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뇌졸중 후 우울 수준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5 총점은 30점

이며 0∼13점까지는 정상, 14∼18점은 경도, 19∼21점은 중도, 22점 이상은 심

도로 구분한다. 대상자의 GDS 점수를 참고하여 우울 수준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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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삼킴 기능

VFSS 영상을 관찰하여 PAS 및 FDS를 평가하였으며, ASHA NOMS는

VFSS 후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1) 침습 흡인 척도(PAS)

침습 흡인 척도(Penetration Aspiration Scale, PAS)는 후두 침습과 흡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36 VFSS를 바탕으로 침습 및 흡인의 정

도, 음식물의 위치, 음식물이 노력에 의해 밖으로 나오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한다. 총 8단계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침습 및 흡인의 정도가 심함을 의

미한다. 대상자의 VFSS를 바탕으로 PAS 단계를 측정하여 침습 및 흡인의 정

도를 평가하였다.

2) 기능적 삼킴장애 척도(FDS)

기능적 삼킴장애 척도(Functional Dysphagia Scale, FDS)는 도구적 평가

과정에서 관찰되는 삼킴장애의 생리적 측면을 평가하는 척도이다.37 VFSS에

서 관찰되는 입술 폐쇄, 음식덩이 형성, 구강 잔여물, 구강 이동 시간, 인두

삼킴 유발, 후두 상승 및 후두덮개 폐쇄, 비강 역류, 후두개곡 잔여물, 조롱

박오목(이상동) 잔여물, 인두벽 코팅, 인두 이동 시간 등을 측정하여 구강 및

인두 단계의 삼킴 기능을 점수화할 수 있다. 항목마다 가중치가 다르며, 총

점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VFSS를 바탕으로 FDS 점수를 측정하여 기능적 삼킴장애 중증도를 평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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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HA NOMS 삼킴 척도

미국언어청각협회에서 발표한 ASHA NOMS 삼킴 척도(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National Outcomes Measurements

System Swallowing Scale)를 기준으로 환자의 임상적 삼킴장애 중증도를 평

가할 수 있다.38 본 척도는 환자의 식이 형태 및 식이 방법 등에 따라 Ⅰ∼Ⅶ

단계로 구성된다. ASHA NOMS 상 Ⅰ단계는 가장 중한 상태이며 Ⅶ는 가장

경한 상태를 나타낸다. Ⅶ단계는 정상군, Ⅰ∼Ⅵ단계는 삼킴 기능 저하군으로

간주한다. VFSS 후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결정된 식이 형태 및 방법

등을 참고하여 ASHA NOMS 단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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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삼킴장애지수(DHI)

삼킴장애지수(Dysphagia Handicap Index, DHI)는 환자 보고형의 설문지로

신체적, 기능적, 정서적 측면에서 삼킴장애의 어려움을 측정한다.18 DHI는 총

25문항으로, 신체적(physical) 영역 9문항, 기능적(functional) 영역 9문항, 정서

적(emotional) 영역 7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DHI를 사용

하되, 번역의 정확성을 더하기 위하여 세 문항을 수정하였다(표 3).

각 설문 문항은 3점 척도(0=결코 그렇지 않다, 2=때때로 그렇다, 4=항상 그

렇다)로 평가된다. 총 점수 범위는 0∼100점까지이며 원점수가 높을수록 삼킴

장애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삼킴장애 중증도(severity)는 7점 등간 척도(1=정

상, 7=매우 심각)로 삼킴장애의 정도를 측정한다.

대상자에게 DHI를 실시하여 주관적 삼킴장애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DHI는

조용한 환경에서 환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제공하였다. 단, 신체적 제약으로 스스로 읽고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가 각 문항을 들려주고 환자의 응답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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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HI 번역본의 수정 문항

P: Physical, F: Functional

문항 원 문장 현 번역

2P I cough when I eat solid food.

나는 고체 음식(예: 빵, 과자,

땅콩, 오징어)을 먹을 때 기침을

한다.

8F

I must eat another way (e.g.,

feeding tube) because of my

swallowing problem.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다른

방법(예: 경관 영양)으로 먹어야

만 한다.

9F
I’ve changed my diet due to

my swallowing problem.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음식

메뉴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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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위해 전체 표본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DHI와

삼킴 기능을 평가하였다. DHI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4.4%였다. 삼킴

기능 척도인 PAS, FDS, ASHA NOMS는 모두 100%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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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첫째, 뇌졸중 환자의 DHI 및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진단명, 병소, 유병기

간), 뇌졸중 후 상태(K-MMSE, NIHSS, MBI, FAC, GDS), 삼킴 기능(PAS,

FDS, ASHA NOMS)의 분포를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조사하였다.

둘째,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진단명, 병소, 유병기간), 뇌졸중

후 상태(K-MMSE, NIHSS, MBI, FAC, GDS), 삼킴 기능(PAS, FDS, ASHA

NOMS)에 따른 DHI 점수를 t-검정, 일원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Kruskal-Wallis 검정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진단명, 병소, 유병기간), 뇌졸

중 후 상태(K-MMSE, NIHSS, MBI, FAC, GDS), 삼킴 기능(PAS, FDS,

ASHA NOMS)과 DHI 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으로 알아보았다.

넷째, 뇌졸중 환자의 삼킴 기능(PAS, FDS, ASHA NOMS)이 DHI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SPSS, version 24.0)을 사용했으며 통계학적 검정에 의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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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뇌졸중 환자군의 DHI

뇌졸중 환자군의 삼킴장애지수(DHI) 총점은 100점 만점에 평균

21.42(±18.43)점으로 나타났다. 신체적(P), 기능적(F) 영역 점수는 36점 만점에

각각 평균 8.18(±6.10)점, 8.18(±8.53)점이었고, 정서적(E) 영역 점수는 28점 만

점에 평균 5.07(±6.25)점으로, 기능적·신체적 영역 점수가 정서적 영역 점수에

비해 높았다. 중증도(S)는 1∼7점 척도 상 평균 2.78(±1.70)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4).

표 4. 뇌졸중 환자군의 DHI 점수

P: Physical, F: Functional, E: Emotional, S: Severity

DHI

총점
하위 영역 중증도

P F E S

평균 21.42 8.18 8.18 5.07 2.78

표준편차 18.43 6.10 8.53 6.25 1.70

범위 0∼68 0∼24 0∼32 0∼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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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HI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 

가. 일반적 특성과 DHI 간의 관계

뇌졸중 환자군의 일반적 특성 중 유병기간에 따른 DHI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1), 성별, 연령, 진단명, 병소에 따른 DHI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5). 즉, 유병기간 3개월 이

상의 만성기 환자군은 급성기 환자군에 비해 DHI 점수가 높았다(그림 1).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DHI 점수

**p<.01

항목 분류 평균(표준편차) 검정통계량 p-value

성별
남성 23.49±19.676

1.422 .162
여성 14.20±11.094

연령
청년층 24.72±20.687

1.355 .183
노년층 17.30±14.615

진단명
뇌출혈 28.17±22.032

1.502 .141
뇌경색 18.97±16.637

병소(상하)
천막상 17.36±14.657

-1.774 .088
천막하 28.12±22.243

병소(좌우)

좌반구 21.41±21.057

.701 .502우반구 18.33±10.432

양반구 27.00±24.752

유병기간
3개월 미만 15.35±12.800

-3.075** .007
3개월 이상 34.86±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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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군의 일반적 특성 중 유병기간과 DHI 점수는 높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p<.01), 성별, 연령, 진단명, 병소는 DHI 점수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6). 즉, 유병기간이 길수록 DHI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일반적 특성과 DHI 점수 간의 상관관계

**p<.01

항목 상관계수 p-value

성별 -.212 .162

연령 .044 .776

진단명 -.223 .141

병소(상하) .286 .057

병소(좌우) .002 .992

유병기간 .495** .001

20

그림 1. 유병기간에 따른 DHI 점수

**p<.01



- 22 -

나. 뇌졸중 후 상태와 DHI 간의 관계

뇌졸중 후 상태에 관한 지표 중 우울 수준(GDS)에 따른 DHI 점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5), 인지 기능(K-MMSE), 뇌졸중 후 중

증도(NIHSS), 일상생활 동작 수행력(MBI), 보행 기능(FAC)에 따른 DHI 점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7). 우울 수준이 중도

이상인 환자군은 우울 수준 정상군보다 DHI 점수가 높았다(그림 2).

표 7. 뇌졸중 후 상태에 따른 DHI 점수

*p<.05

항목(도구) 분류 평균(표준편차) 검정통계량 p

인지 기능
(K-MMSE)

정상 18.17±17.514

2.780 .073경도 15.50±22.006

중등도 31.08±15.135

뇌졸중 후
중증도
(NIHSS

정상 12.40±8.9890

5.722 .126
경도 19.33±22.809

중등도 18.76±11.480

중등도∼고도 이상 39.43±23.741

일상생활
동작 수행력
(MBI)

전적 의존 26.94±17.876

1.635 .196
심도 18.13±17.558

중등도 13.80±14.528

경도 이하 32.00±31.749

보행 기능
(FAC)

비기능적 및
의존적 보행

20.73±17.719
.802 .427

독립적 보행 28.50±26.851

우울 수준
(GDS)

정상 17.28±17.213

4.544* .016경도 17.40±12.929

중도 이상 35.80±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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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 상태에 관한 지표 중 뇌졸중 후 중증도(NIHSS) 및 우울 수준

(GDS)은 DHI 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인지 기능(K-MMSE)

은 DHI 점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반면 일상생활 동작

수행력(MBI) 및 보행 기능(FAC)은 DHI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8). 즉, 뇌졸중 후 중증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될수록 DHI 점수가 높았다.

표 8. 뇌졸중 후 상태와 DHI 점수 간의 상관관계

*p<.05, **p<.01

항목 상관계수 p-value

인지 기능(K-MMSE) -.324* .030

뇌졸중 후 중증도(NIHSS) .400** .007

일상생활 동작 수행력(MBI) -.067 .660

보행 기능(FAC) .257 .088

우울 수준(GDS) .312* .037

0

그림 2. 우울 수준에 따른 DHI 점수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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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삼킴 기능과 DHI 간의 관계

삼킴 기능에 관한 지표 중 침습 및 흡인, 입술 폐쇄, 음식덩이 형성, 구강

잔여물, 구강 이동 시간, 삼킴 후 인두벽 코팅, 인두 이동 시간, 식이 단계에

따른 DHI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5), 후두 상승 및

후두덮개 폐쇄, 후두개곡 잔여물, 조롱박오목 잔여물에 따른 DHI 점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9). 인두 삼킴 유발, 비강 역류

는 집단 비교가 불가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흡인 집단은 정상 및 침습 집단보다 DHI 점수가 높았다(그림 3). 입술 폐

쇄, 음식덩이 형성, 구강 잔여물, 삼킴 후 인두벽 코팅, 구강 및 인두 이동 시

간 비정상 집단은 정상 집단에 비해 DHI 점수가 높았다(그림 4). 또한 비구강

식이 및 제한 식이 집단은 정상 식이 집단보다 DHI 점수가 높았다(그림 5).

표 9. 삼킴 기능에 따른 DHI 점수

항목(도구) 분류 평균(표준편차) 검정통계량 p-value

침습 및 흡인 정도

(PAS)

정상 9.20±6.941

9.980*** .000침습 18.35±17.020

흡인 37.50±17.376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

(FDS)

입술 폐쇄
정상 19.49±16.383

-3.707** .001
비정상 63.00±7.0710

음식덩이

형성

정상 16.39±15.298
-4.346*** .000

비정상 41.56±16.546

구강 잔여물
정상 18.60±15.937

-3.196** .003
비정상 44.00±23.281

구강

이동 시간

정상 14.59±14.388
-.3.388** .002

비정상 31.67±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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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

(FDS)

후두 상승·
후두덮개
폐쇄

정상 6.00±4.000
-1.523 .135

비정상 22.52±18.574

후두개곡

잔여물

정상 13.00±8.8320
-1.209 .233

비정상 22.72±19.235

조롱박오목

잔여물

정상 15.47±17.800
-1.558 .127

비정상 24.40±18.296

삼킴 후

인두벽 코팅

정상 18.50±15.979
-3.338** .002

비정상 44.80±21.845

인두

이동 시간

정상 14.47±13,459
-3.722** .001

비정상 35.33±19.518

식이 단계

(ASHA NOMS)

비구강 식이 45.00±21.260

16.170*** .000제한 식이 26.17±17.820

정상 식이 9.18±7.780

그림 3. 침습 및 흡인 정도에 따른 DHI 점수

**p<.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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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에 따른 DHI 점수

그림 5. 식이 단계에 따른 DHI 점수

***p<.001

**p<.01

**p<.01
**p<.01

**p<.01
**p<.01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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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기능에 관한 지표인 침습 및 흡인 정도(PAS),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

(FDS), 식이 단계(ASHA NOMS)는 모두 DHI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p<.001)(표 10). 침습 및 흡인 정도,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는 DHI 점수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식이 단계는 DHI 점수와 높은 음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 즉, 침습 및 흡인 정도가 높을수록,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가 심할

수록, 식이 제한이 많을수록 DHI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FDS 하위 항목은 후두 상승 및 후두덮개 폐쇄를 제외하고 모두 항목이

DHI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단, 인두 삼킴 유발, 비강 역류는 분

석이 불가하여 제외되었다.

표 10. 삼킴 기능과 DHI 점수 간의 상관관계

*p<.05, **p<.01, ***p<.001

항목 상관계수 p-value

침습 및 흡인 정도(PAS) .601*** .000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FDS) .755*** .000

입술 폐쇄 .492** .001

음식덩이 형성 .598*** .000

구강 잔여물 .438** .003

구강 이동 시간 .459** .002

후두 상승 및 후두덮개 폐쇄 .226 .135

후두개곡 잔여물 .440** .002

조롱박오목 잔여물 .322* .031

삼킴 후 인두벽 코팅 .454** .002

인두 이동 시간 .540*** .000

식이 단계(ASHA NOMS) -.58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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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HI의 주요 삼킴 기능 관련 변인 

가. 일반적 삼킴 기능 관련 변인

일반적 삼킴 기능 관련 변인(FDS, PAS, ASHA NOMS)의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 결과, FDS와 PA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었으나(p<.01), ASHA

NOMS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05). 모형 1에서는 FDS만

포함되었으며 R2은 .570이었다. 모형 2에서는 FDS에 PAS가 추가되어 R2은

.663이었다(표 11). 즉 일반적 삼킴 기능 관련 변인 중 DHI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FDS), 침습 및 흡인 정도(PAS) 순으로 나타

났으며, 이들 두 변인은 결합적으로 DHI를 66.3% 설명하였다.

표 11. 일반적 삼킴 기능 관련 변인의 다중회귀분석

**p<.01, ***p<.001

항목 B SE β t p-value

모형 1
FDS 1.074 .142 .755 7.549*** .000

R2=.570, Adj R2=.560, F=56.988, p<.001, VIF=1.000

모형 2

FDS .867 .141 .609 6.141*** .000

PAS 2.384 .698 .339 3.415** .001

R2=.663, Adj R2=.647, F=41.391, p<.001, VIF=1.228



- 29 -

나. VFSS finding 관련 변인

1) PAS 및 FDS finding 관련 변인

VFSS를 바탕으로 평가한 PAS 및 FDS 하위 항목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PAS로 측정된 침습 및 흡인 정도, FDS로 조사된 입술 폐쇄, 삼킴 후

인두벽 코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었다(p<.01). 반면 음식덩이 형성, 구

강 잔여물, 구강 이동 시간, 후두 상승 및 후두덮개 폐쇄, 후두개곡 잔여물, 조

롱박 오목 잔여물, 인두 이동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다

(p>.05).

모형 1에서는 침습 및 흡인 정도만 포함되었으며 R2은 .361이었다. 모형 2

에서는 침습 및 흡인 정도에 입술 폐쇄가 추가되어 R2은 .526이었다. 모형 3에

서는 이 두 변인에 삼킴 후 인두벽 코팅이 추가되었으며 R2은 .618로 나타났

다(표 12). VFSS finding 관련 변인 중 DHI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침습

및 흡인 정도, 입술 폐쇄, 삼킴 후 인두벽 코팅 순이었으며, 이들 세 변인은

결합적으로 DHI를 61.8%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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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PAS 및 FDS finding 관련 변인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항목 B SE β t p-value

모형 1
침습 및 흡인 정도 4.230 .858 .601 4.931*** .000

R2=.361, Adj R2=.346, F=24.315, p<.001, VIF=1.000

모형 2

침습 및 흡인 정도 3.794 .756 .539 5.017*** .000

입술 폐쇄 2.421 .633 .411 3.823*** .000

R2=.526, Adj R2=.504, F=23.315, p<.001, VIF=1.023

모형 3

침습 및 흡인 정도 3.665 .688 .521 5.323*** .000

입술 폐쇄 1.942 .595 .329 3.261** .002

삼킴 후 인두벽 코팅 1.827 .582 .315 3.141** .003

R2=.618, Adj R2=.590, F=22.111, p<.001, VIF=1.027∼1.725



- 31 -

2) 기능적 삼킴장애 관련 변인

VFSS를 바탕으로 측정한 FDS 하위 항목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음

식덩이 형성, 인두 이동 시간, 삼킴 후 인두벽 코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

이었다(p<.01). 반면 입술 폐쇄, 구강 잔여물, 구강 이동 시간, 후두 상승 및

후두덮개 폐쇄, 후두개곡 잔여물, 조롱박 오목 잔여물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인이 아니었다(p>.05).

모형 1에서는 음식덩이 형성만 포함되었으며 R2은 .358이었다. 모형 2에서

는 음식덩이 형성에 인두 이동 시간이 추가되어 R2은 .508이었다. 모형 3에서

는 추가적으로 삼킴 후 인두벽 코팅이 포함되어 R2은 .602로 나타났다(표 13).

본 회귀모형에 따르면 FDS로 측정된 기능적 삼킴장애 관련 변인 중 DHI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인두 이동 시간, 음식덩이 형성, 삼킴 후 인두벽 코

팅 순이었으며, 이들 세 변인은 결합적으로 DHI를 60.2%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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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기능적 삼킴장애 관련 변인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항목 B SE β t p-value

모형 1
음식덩이 형성 5.867 1.199 .598 4.892*** .000

R2=.358, Adj R2=.343, F=23.930, p<.001, VIF=1.000

모형 2

음식덩이 형성 4.759 1.106 .485 4.305*** .000

인두 이동 시간 3.908 1.089 .404 3.589** .001

R2=.508, Adj R2=.485, F=21.712, p<.001, VIF=1.085

모형 3

음식덩이 형성 3.814 1.053 .389 3.624** .001

인두 이동 시간 4.013 .993 .415 4.043*** .000

삼킴 후 인두벽 코팅 1.852 .598 .319 3.096** .004

R2=.602, Adj R2=.572, F=20.630, p<.001, VIF=1.086∼1.184



- 33 -

Ⅳ. 고찰

현재까지 주관적 삼킴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삼킴 관련 삶의 질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동질적(homogeneous) 질환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삼킴 관련 변인을 세분화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 45명을 대

상으로 삼킴장애지수(DHI)를 조사한 후, 삼킴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뇌졸중 환자군의 DHI 총점은 평균 21.42(±18.43)점으로, 선행 연구에서 보

고된 국내 정상 청년 및 노인군의 DHI 총점 및 모든 하위 영역 점수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총점: 정상 청년 평균 1.2±1.7점, 정상 노인 평균 7.4±7.9점).20

이러한 결과는 환자군의 DHI 점수가 정상군보다 높음을 증명한 여러 선행 연

구 결과를 뒷받침하며,18-20,39-41 뇌졸중 환자들이 대체로 본인의 삼킴장애를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단,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환자군의 DHI 점

수가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39-41 본 연구에서 모집된 환자군의 중증도가 비교

적 경한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DHI 하위 영역 점수는 각각 평균 8.18(±8.53), 8.18(±6.10), 5.07(±6.25)점으

로, 기능적 및 신체적 영역 점수가 정서적 영역 점수보다 높았다. 이로써 뇌졸

중 환자들이 삼킴장애로 인해 기능적 및 신체적, 정서적 측면 순으로 불편을

느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환자들은 삼킴 문제로 인한 기능적 제약과 신체적

불편에 비교적 더 민감하였으나, 심리·정서 상태 및 사회생활 측면에서도 영

향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삼킴장애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정

서적, 사회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8,9

DHI 중증도는 평균 2.78(±1.70)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7점 척도 상 정상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 설문 문항에서는 삼킴 문제를 보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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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중증도는 낮게 인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또한 객관적 삼킴 평가

결과에 비해 낮은 주관적 중증도를 보고한 환자도 다수 존재하였다. 즉 많은

환자가 실제 삼킴 기능과 관계없이 본인의 삼킴 장애를 경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상에서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의 협조

를 독려하기 위해 환자의 주관적 중증도를 고려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과 DHI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DHI는 유병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성별, 연령, 진단명, 병소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DHI는 유병기간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유병기간이 길수록 삼킴 관련 삶의 질이 낮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24 또한 유병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급성기 환자군과 3개월 이상인 만성기 환

자군의 DHI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후 중증

도가 높을수록 유병기간이 길어지므로, 만성기 환자군에서 뇌졸중 후 후유증

으로 인한 삼킴장애가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외 성별, 진단명은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삼킴 관련 삶의 질과 상관성이

없었다.42 연령의 경우는 기존 연구 결과와 불일치하였는데20, 본 연구가 다양

한 연령대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령과의 상관성은 다소

소거된 것으로 사료된다. 병소는 연구마다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는

데,42,43 본 연구는 대상자 수가 제한적이었으므로 병소와의 상관성이 충분히

측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뇌졸중 후 상태와 DHI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DHI는 인지 기능

(K-MMSE), 뇌졸중 후 중증도(NIHSS), 우울 수준(GDS)과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지만, 일상생활 동작 수행력(MBI), 보행 기능(FAC)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DHI는 K-MMSE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삼킴 기

능이 인지 기능과 상관있다는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42,44 인지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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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입술 폐쇄, 혀 움직임, 후두 상승 등 삼킴 기전이 저하되어 삼킴 기능

이 감소하고 흡인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45.46 또한 DHI는

NIHSS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이는 뇌졸중 후 중증도가 심할수록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삼킴장애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HI는

GDS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우울 수준 중도 이상의 환자군은

정상군보다 높은 DHI 점수를 보고하였다. 우울 수준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고 밝힌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47,48 삼킴 관련 삶의 질 또한 우울 수준과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MBI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삼킴 관련 삶의 질과 상관성이 관찰되

지 않았다.42 FAC는 보행 기능 측정 도구로, 삼킴 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관

계가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삼킴 기능과 DHI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DHI는 침습 및 흡인 정도

(PAS),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FDS), 식이 단계(ASHA NOMS)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흡인이 있는 환자군은 침습 및 정상군보다 DHI 점수가 높았

다. 즉, 흡인 여부가 삼킴 관련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흡인 경험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49

FDS 하위 항목은 후두 상승 및 후두덮개 폐쇄를 제외하고 대부분 DHI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상관분석 시 인두 삼킴 유발, 비강 역류

는 군 간의 유의미한 분석이 불가하여 제외되었고, 후두 상승 및 후두덮개 폐

쇄도 대부분의 대상자가 감소 소견을 보였다. 즉, 뇌졸중 환자군에서 일반적으

로 관찰된 기능적 삼킴장애와 DHI 간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과소 평가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두 삼킴 반사의 지연은 삼킴 전 흡

인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후두상승 및 후두덮개 폐쇄의 감소는 인두 잔여물

을 증가시킴으로써 삼킴 후 흡인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46,47 앞서 흡인 여부

가 삼킴 관련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고 밝힌 만큼, 뇌졸중 환자군에서 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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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증가시키는 삼킴 문제가 높은 확률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구강 식이 및 제한 식이 환자군은 정상 식이 환자군보다 DHI 점수

가 높았다. 이는 경관급식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식이 단계

가 높을수록 삼킴 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

다.24,25 경관 급식은 미각을 통한 즐거움을 상실시키고 신체적, 기능적, 정서적

측면에서 주관적 장애 정도를 증가시켜 삶의 질을 낮춘다. 구강 섭취 시 연하

제 사용 역시 식사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일반적 삼킴 기능 관련 변인으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 DHI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FDS, PAS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은 결합적으로 DHI를 66.3% 설명하였다. 즉, 삼킴 관련 삶의 질에 대

한 영향 변인으로서 식이 단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으며, 삼킴 관

련 삶의 질은 전반적인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 침습 및 흡인의 정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삼킴 관련 삶의

질은 식이 단계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는데,24,25 본 연구 결과는 환자군의 삼킴

관련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식이 단계의 중요성 이상으로 구강 및 인

두 단계의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와 침습 및 흡인 정도가 가질 수 있는 중요성

을 시사하였다.

나아가 VFSS를 바탕으로 평가된 PAS 및 FDS 하위 항목의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DHI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PAS로 측정된 침습 및

흡인 정도, FDS로 조사된 입술 폐쇄, 삼킴 후 인두벽 코팅 순이었으며. 이들

세 변인은 결합적으로 DHI를 61.8% 설명하였다. 즉, 구강 및 인두 단계의 삼

킴 기능을 세분화하였을 때에는 침습 및 흡인 정도가 삼킴 관련 삶의 질에 가

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인 경험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

는 주요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49 뇌졸중 환자는 삼킴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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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및 운동 능력 저하로 인해 침습 및 흡인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로 인

한 기침, 통증, 폐렴의 위험 등은 원활한 구강 섭취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며, 따라서 삼킴 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다음으로 입술 폐쇄 역시 주요한

변인 중 하나였다. 입술 폐쇄가 불충분할 경우, 음식물을 흘리는 양이 증가하

고 음식덩이를 구강 뒤쪽으로 보내기가 어려워져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삼

킴 후 인두벽 코팅은 인두 근육의 마비 및 인두의 심한 건조증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한 정도의 삼킴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에서 인두벽

코팅이 관찰되었다. 이는 목의 이물감을 유발할 수 있고 삼킴 후 흡인의 위험

을 증가시켜 삼킴 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FDS 하위 항목만을 살펴보았을 때, 기능적 삼킴장애 관련 변

인 중 DHI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인두 이동 시간, 음식덩이 형성,

삼킴 후 인두벽 코팅 순이었으며, 이들 세 변인은 결합적으로 DHI를 60.2%

설명하였다. 인두 이동 시간의 경우, 인두의 감각 및 운동 저하로 인해 발생하

며 음식물이 인두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켜 일반적으로 침습 및 흡인

과 높은 관련이 있다. 즉, 앞선 회귀분석 결과와 종합할 때 인두 단계 기능 저

하로 인한 삼킴 문제가 삼킴 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 다른 주요 변인인 음식덩이 형성의 경우, 음식덩이 형성

이 불충분할 시 식사에 드는 시간 및 노력이 증가하며, 흡인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인두 단계의 삼킴 문제가 구강 단계의 문제보다

삼킴 관련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 총 45명을 대상으로 진

행되어, 주로 다양한(heterogeneous) 환자군을 포함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동

질적(homogeneous) 질환 환자군의 DHI를 분석하여 유용한 자료를 마련하였

다. 또한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DHI를 평가 도구로 활

용하여 세부적인 삼킴 기능과 삼킴 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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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상자를 ‘삼킴장애가 의심되어 VFSS를 받은’ 뇌졸중

환자군으로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대상자 전반에 공통되는 삼킴 문제가 존재하

여 일부 삼킴 기능 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충분히 측정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연구 범위를 확장하거

나 삼킴 환자군과 정상군을 대조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

킴 평가 범위를 식도 단계까지 확장하거나 검사식을 농도별로 세분화한 연구

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DHI의 임상적 실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축소판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DHI는 총 25문항으로, 기존의 평가 도구들에 비해 문

항 수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따

라서 DHI 축소판이 개발된다면 더욱 효율적인 주관적 삼킴 평가 도구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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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 45명의 DHI 점수를 활용하여 삼킴 관련 삶의 질

의 주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뇌졸중 환자군의 DHI 점수는 선

행 연구에서 보고된 정상군 점수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기능적 및 신체적, 정서적 영역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DHI는 일반적 특성인 유병기간, 뇌졸중 후 상태에 관한 지표인 인지 기

능(K-MMSE), 뇌졸중 후 중증도(NIHSS), 우울 수준(GDS)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 삼킴 기능 지표인 침습 및 흡인 정도(PAS), 기능적 삼킴장애

정도(FDS), 식이 단계(ASHA NOMS)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 삼킴 기능 관련 변인 중 DHI에 가장 큰 상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FDS, PAS 순이었으나, 삼킴 기능을 세분화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큰 변

인은 침습 및 흡인, 입술 폐쇄, 삼킴 후 인두벽 코팅 순이었다. 구강 및 인두

단계의 기능적 삼킴장애(FDS) 정도만 살펴보았을 때는 인두 이동 시간, 음식

덩이 형성, 삼킴 후 인두벽 코팅 순으로 큰 영향력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인두

단계의 삼킴 문제가 구강 단계의 문제보다 삼킴 관련 삶의 질에 대하여 상대

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0 -

참 고 문 헌

1. 송영진, 우희순, 박은정, 윤인진, 오종치, 김은정 외. 삼킴장애. 제2판. 계축

문화사. 2014.

2. Carrau RL, Murry T. Comprehensive management of swallowing

disorders. Singular Publishing Group. 1999.

3. 김향희. 신경언어장애. 시그마프레스. 2012.

4. 후지시마 이치로. 뇌졸중의 섭식․삼킴장애. 시그마프레스. 2010.

5. Daniels SK, Ballo LA, Mahoney MC, Foundas AL. Clinical predictors of

dysphagia and aspiration risk: outcome measures in acute stroke

patients. Arch Phys Med Rehabil, 2000;81(8):1030-3.

6. Groher ME, Crary MA. 연하장애. 군자출판사. 2011:4-13.

7. Teasell R, Foley N, Martino R, Richardson M, Hopfgartner A, Benton B,

et al. Dysphagia and aspiration following stroke. Evidence-Based Review

of Stroke Rehabilitation. 2016.

8. Gustafsson B, Tibbling L. Dysphagia, an unrecognized handicap.

Dysphagia. 1991;6(4):193-9.

9. Odderson IR, Keaton JC, McKenna BS. Swallow management in patients

on an acute stroke pathway: quality is cost effective. Arch Phys Med

Rehabil. 1995;76(12):1130-3.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11. Bandeira AKC, Azevedo EHM, Vartanian JG, Nishimoto IN, Kowalski

LP, Angelis EC. Quality of life related to swallowing after tongue

cancer treatment. Dysphagia, 2008;23(2):183-92.



- 41 -

12. Plowman-Prine EK, Sapienza CM, Okun MS, Pollock SL, Jacobson C,

Wu SS,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swallowing

in Parkinson’s disease. Mov Disord. 2009;24(9):1352–8.

13. McHorney CA, Robbins J, Lomax K, Rosenbek JC, Chignell KA,

Kramer AE, Bricker DE. The SWAL-QOL and SWAL-CARE outcomes

tool for oropharyngeal dysphagia in adults. III. Documentation of

reliability and validity. Dysphagia. 2002;17:97-114.

14. Belafsky PC, Mouadeb DA, Rees CJ, Pryor JC, Postma GN, Allen J,

Leonard RJ.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eating assessment

tool(EAT-10). Ann Otol Rhinol Laryngol. 2008;117(12):919-24.

15. Manor Y, Giladi N, Cohen A, Fliss DM, Cohen JT. Validation of a

swallowing disturbance questionnaire for detecting dysphagia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Mov Disord. 2007;22(13):1917-21.

16. Dwivedi RC, St Rose S, Roe JW, Khan AS, Pepper C, Nutting CM, et

al. Validation of the sydney swallow questionnaire(SSQ) in a cohort of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Oral Oncol. 2010;46(4):e10-4.

17. Govender R, Lee MT, Davies TC, Twinn CE, Katsoulis KL, Payten

CL, et al.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 for swallowing after total laryngectomy(SOAL

questionnaire). Clin Otolaryngol. 2012;37(6):452-9.

18. Silbergleit AK, Schultz L, Jacobson BH, Beardsley T, Johnson AF. The

dysphagia handicap index: development and validation. Dysphagia.

2012;27(1):46-52.

19. 최성희. 한국어판 삼킴장애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미간행. 2014.

20. 김근희, 최성희, 이경재, 최철희. 한국 정상 노인층의 삼킴장애지수와 후두



- 42 -

기능에 따른 삼킴 특성. 말소리와 음성과학. 2014;6(3):3-12.

21. Ekberg O, Hamdy S, Woisard V, Wuttge-Hanning A, Ortega P. Social

and psychological burden of dysphagia: Its impact on diagnosis and

treatment. Dysphagia. 2012;17(2):139-85.

22. Lovell SJ, Wong HB, Loh KS, Ngo RY, Wilson JA. Impact of

dysphagia on quality of life in nasopharyngeal carcinoma. Head &

Neck. 2005;27:864-72.

23. van Hooren MR, Baijens LW, Vos R, Pilz W, Kuijpers LM, Kremer B,

et al. Voice‐and swallow‐related quality of life in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Laryngoscope. 2016;126(2):408-14.

24. 차태현, 정민예, 정보인, 이택영. 삼킴곤란자의 식이단계와 SWAL-QOL 척

도를 통한 삶의 질과의 상관성.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10;18(4):63-75.

25. 변민경. 뇌졸중 환자의 식이단계가 연하기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

구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3.

26. 김주연. 연하장애 환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6;17(11):421-31.

27. 김근화. 뇌졸중 환자의 연하재활치료가 연하기능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

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0.

28. 서은진, 백현희, 김정자. 뇌졸중 환자의 직접 삼킴 치료가 삼킴 기능과 삶

의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2013;8(9):1413-20.

29. Folstein MF, Folstein SE, Mchugh PR. “Mini-Mental State" A practical

method for grading the cognitive state of patients for the clinical. J

Psychiat Res 1975;12:189-98.

30. 강연욱, 나덕렬, 한승혜.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K-MMSE의 타당도 연

구. 대한신경과학회지. 1997;15:300-8.



- 43 -

31. 이경무, 장요한, 김연희, 문승국, 박주현, 박시운 외. 한글판 미국 국립 보

건원 뇌졸중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대한재활의학회지.

2004;28(5):422-35.

32. 정한영, 박병규, 신희석, 강윤규, 편성범, 백남종 외. 한글판 수정바델지수

(K-MBI)의 개발: 뇌졸중 환자 대상의 다기관 연구. 대한재활의학회지.

2007;31:283-97.

33. Mehrholz J, Wagner K, Rutte K, Meissner D, Pohl M. Predictive

validity and responsiveness of the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 in

hemiparetic patients after stroke. Arch Phys Med Rehabil

2007;88:1314-9.

34. Sheikh JI, Yesavage JA.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 version. In Brink TL. ed. Clinical

gerontology: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The

Haworth Press. 1986; 165-73.

35. 김덕용, 박창일, 정강재, 은석훈, 임종엽, 곽은희. 뇌졸중 후 우울증 척도

비교. 대한재활의학회지. 2008;16(3): 49-59.

36. Rosenbek JC, Robbins JA, Roecker EB, Coyle JL, Wood JL. A

penetration-aspiration scale. Dysphagia. 1996;11(2):93-8.

37. Han TR, Paik NJ, Park JW. Quantifying swallowing function after

stroke: a functional dysphagia scale based on videofluoroscopic studies.

Arch Phys Med Rehabil. 2001;82(5):677-82.

38.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National Outcomes

Measurement System(NOMS): adult speech–language pathology user’s

guide. Rockvill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2003.



- 44 -

39. Farahat M, Malki KH, Mesallam TA, Bukhari M, Alharethy S.

Development of the Arabic version of dysphagia handicap index (DHI).

Dysphagia. 2014;29(4);459-67.

40. Oda C, Yamamoto T, Fukumoto Y, Nakayama K, Sato M, Murata M,

et al. Validation of the Japanese translation of the dysphagia handicap

index. Patient Preference and Adherence. 2017;11;193-8.

41. Faezeh A, Kowsar B, Mozhgan A.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ersian version of the dysphagia handicap index(DHI). Iran J of

Otorhinolaryngol. 2015;27(3);185-91.

42. 문종훈, 김계호, 원영식. 삼킴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특성에 따른 삼킴

기능, 식이수준, 인지기능, 일상생활의 비교 및 상관관계. 재활복지.

2016;20(4):265-81.

43. 이현정, 김향희. 뇌졸중에 기인한 삼킴장애의 임상적 변인에 관한 문헌연

구. 언어치료연구. 2007;16(1):75-89.

44. Moon HI, Pyun SB, Kwon HK. Correlation between location of brain

lesion and cognitive function and findings of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Ann Rehabil Med. 2012;36(3):347-55.

45. Robbins J, Coyle J, Rosenbek J, Roecker E, Wood J. Differentiation of

normal and abnormal airway protection during swallowing using the

penetration-aspiration scale. Dysphagia. 1999;14(4):228-32.

46. Kim Y, Park T, Oommen E, McCullough G. Upper esophageal sphincter

opening during swallow in stroke survivors. Am J Phys Med Rehabil.

2015;;94(9):734-9.

47. 김현철, 김도훈, 김세주, 문유선, 김흥철. 뇌졸중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노인정신의학. 2003;7(1):67-75.



- 45 -

48. Inga HS, Margarete N, Björn M, Christof K, Wolfgang S, Wolfgang

HO, et al. Timecourse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s determined 3,

6 and 12 months after stroke. J Neurol. 2002;249(9):1160-7.

49. Humbert IA, Robbins J. Dysphagia in the elderly. Phys Med Rehabil

Clin N Am. 2018;19(4):853-66.



- 46 -

부록 1. 한국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K-MMSE)

한국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항목 답 점수

지남력

(시간)

년 0 1

월 0 1

일 0 1

요일 0 1

계절 0 1

지남력

(장소)

나라 0 1

집 주소
시 0 1

동 0 1

현재 장소 0 1

몇 층 0 1

기억등록

비행기 0 1

연필 0 1

소나무 0 1

주의집중 및 계산

100 - 7 93 0 1

-7 86 0 1

-7 79 0 1

-7 72 0 1

-7 65 0 1

기억회상

비행기 0 1

연필 0 1

소나무 0 1

언어

이름대기 0 1 2

명령시행 0 1 2 3

따라 말하기 0 1

읽기 0 1

쓰기 0 1

시공간 구성 능력 오각형 0 1

총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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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국 국립 보건원 뇌졸중 척도(NIHSS)

미국 국립 보건원 뇌졸중 척도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항목 점수

1. 의식수준

1a. 의식수준

1b. 의식수준에 관한 질문

1c. 의식수준에 관한 지시

2. 응시

3. 시야

4. 안면마비

5. 팔의 운동 5a. 좌측 팔

5b. 우측 팔

6. 다리의 운동 6a. 좌측 다리

6b. 우측 다리

7. 사지 운동실조

8. 감각

9. 언어 능력

10. 구음장애

11. 무시

총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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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정 바델 지수(MBI)

수정 바델 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

1 2 3 4 5

항목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최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최소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한

경우

완전히

독립적인 경우

1. 개인위생 0 1 3 4 5

2. 목욕하기 0 1 3 4 5

3. 식사하기 0 2 5 8 10

4. 용변처리 0 2 5 8 10

5. 계단오르기 0 2 5 8 10

6. 옷 입기 0 2 5 8 10

7. 대변조절 0 2 5 8 10

8. 소변조절 0 2 5 8 10

9. 보행 0 3 8 12 15

9. 의자차* 0 1 3 4 5

10.의자/침대

이동
0 3 8 12 15

총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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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기능적 보행 지수(FAC)

기능적 보행 지수(Functional Ambulation Classification, FAC)

단계 내용

0 비기능적 보행
보행이 불가능, 또는 P-bar에서만 보행 가능, 또는 한 명 이상의

감독자나 도우미가 필요함

1 의존적 보행 level 2
보행 시 넘어짐 방지, 무게 지탱, 균형, 협응을 위해 1인의 지속적

인 도움이 필수적임

2 의존적 보행 level 1
보행 시 넘어짐 방지, 균형, 협응을 위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1인의 가벼운 도움이 필요함

3 감독 하 독립적 보행
도우미의 신체적 접촉 없이 보행 가능, 단 안전을 위해 감독자의

관찰 및 지시가 필요함

4 평지에서 독립적 보행
평지에서 독립적 보행 가능, 단 계단, 경사로, 울퉁불퉁한 지면에

서 감독 또는 물리적 도움이 필요함

5 독립적 보행 평지, 울퉁불퉁한 지면, 계단, 경사로에서 독립적 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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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노인 우울 척도(GDS)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문항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장래에 대해 희망적이십니까?

지워지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불안하여 안절부절못할 때가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앞날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까?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우울해지고 기가 죽는 일이 많습니까?

지금의 나 자신이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지내시는 생활이 재미있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사소한 일에도 당황하시는 일이 많습니까?

울고 싶은 적이 자주 있습니까?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개운하십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습니까?

요즈음 들어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까?

예전처럼 정신이 맑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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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침습-흡인 척도(PAS)

침습-흡인 척도(Penetration Aspiration Scale, PAS)

척도 기준 결과

1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음 정상

2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고, 성대 위에 남아 있음. 기

도 밖으로 나옴
침습

3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고, 성대 위에 남아 있음. 기

도 밖으로 나오지 않음
침습

4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고, 성대에 닿음. 기도 밖으로

나옴
침습

5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고, 성대에 닿음. 기도 밖으로

나오지 않음
침습

6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고, 성대 아래를 지남. 후두

또는 기도 밖으로 나옴
흡인

7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고, 성대 아래를 지남. 후두

또는 기도 밖으로 나오지 않음
흡인

8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고, 성대 아래를 지남. 밖으로

나오려는 작용이 없음
흡인



- 52 -

부록 7. 기능적 삼킴장애 척도(FDS)

기능적 삼킴장애 척도(Functional Dysphagia Scale, FDS)

항목 기준 점수

입술 폐쇄

충분

불충분

안됨

0

5

15

음식덩이 형성

충분

불충분

안됨

0

3

6

구강 잔여물

없음

≤10%

10∼50%

>50%

0

2

4

6

구강 이동 시간
≤1.5초

>1.5초

0

6

인두 삼킴 유발
정상

지연

0

10

후두상승과

후두덮개 폐쇄

정상

감소

0

12

비강 역류

없음

≤10%

10∼50%

≥50%

0

4

8

12

후두개곡 잔여물

없음

≤10%

10∼50%

≥50%

0

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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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박오목 잔여물

없음

≤10%

10∼50%

≥50%

0

4

8

12

삼킴 후 인두벽 코팅
없음

있음

0

10

인두 이동 시간
≤1.0초

>1.0초

0

4

총점(100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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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ASHA NOMS 삼킴 척도

ASHA NOMS 삼킴 척도

단계 척도

1
Ÿ 입으로 어떤 것도 안전하게 삼킬 수 없음
Ÿ 모든 영양물 섭취와 수분 공급(hydration)은 비구강으로만 받을 수 있음(예: NG
tube와 PEG)

2
Ÿ 영양물 섭취와 수분 공급을 입으로 안전하게 할 수 없지만 치료 시에는 적절한
치료기법을 이용하면 특정 농도에서 일관적으로 섭취할 수 있음

Ÿ 음식 섭취의 변형된 방법이 요구됨

3
Ÿ 입으로 섭취하는 영양물과 수분 공급을 50% 이하로 변형된 섭취 방법이 요구됨
Ÿ 보상 전략을 사용하여 보통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안전하게 삼킴
Ÿ 최대의 식이 제한이 요구됨

4
Ÿ 안전하게 삼키지만 종종 보상전략을 사용하여 보통의 자극이 요구됨
Ÿ 보통의 식이 제한 또는 튜브 섭취 또는 구강섭취에 보충이 여전히 요구됨

5

Ÿ 최소의 식이 제한으로 삼킴이 안전함
Ÿ 종종 보상전략을 사용하여 최소의 자극이 요구됨
Ÿ 때때로 자기 자극을 해도 좋음
Ÿ 모든 영양물 섭취와 수화작용은 식사시간에 구강을 통해서 이루어짐

6

Ÿ 드물게 최소의 단서가 요구될 수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먹고 마시는 데 삼킴이 안
전함

Ÿ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자극을 사용함
Ÿ 특정한 음식 항목(예: 팝콘, 땅콩)을 피하는 것이 좋고, 또는 추가적인 시간이 요
구됨

7
Ÿ 삼킴 기능으로 제한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Ÿ 삼킴은 모든 정도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임
Ÿ 보상 전략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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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삼킴장애지수(DHI)

삼킴장애지수(Dysphagia Handicap Index, DHI)

0 = 결코 그렇지 않다, 2 = 때때로 그렇다, 4 = 항상 그렇다

1P) 나는 액체를 마실 때 기침을 한다. 0 2 4

2P) 나는 고체 음식(예: 빵, 과자, 땅콩, 오징어)을 먹을 때 기침을 한다. 0 2 4

3P) 내 입은 건조하다. 0 2 4

4P) 나는 음식물이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 액체를 마셔야 한다. 0 2 4

5P) 나는 삼킴 문제 때문에 체중이 감소한다. 0 2 4

1F)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특정 음식들은 피한다. 0 2 4

2F) 나는 더 먹기 쉽도록 삼키는 방법을 바꾸었다. 0 2 4

1E) 나는 공공장소에서 먹는 것이 창피하다. 0 2 4

3F) 나는 예전보다 식사를 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0 2 4

4F)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소량의 음식을 자주 먹는다. 0 2 4

6P) 나는 음식물이 내려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삼켜야 한다. 0 2 4

2E)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울하다. 0 2 4

3E) 나는 예전만큼 먹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0 2 4

5F)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는다. 0 2 4

6F)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먹는 것을 피한다. 0 2 4

7F)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덜 먹는다. 0 2 4

4E)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불안하다. 0 2 4

5E)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느낀다. 0 2 4

6E)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 0 2 4

7P) 나는 약을 삼킬 때 숨이 막힌다. 0 2 4

7E)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숨이 멈추거나 질식할까봐 걱정이다.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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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hysical, F: Functional, E: Emotional

* 본 연구에서 2P, 8F, 9F 문항은 한국어 번역이 수정됨

8F)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다른 방법(예: 경관 영양)으로 먹어야만 한다. 0 2 4

9F) 나는 내 삼킴 문제 때문에 음식 종류를 변경했다. 0 2 4

8P) 나는 삼킬 때 목이 졸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0 2 4

9P) 나는 삼킨 후에 음식물을 토할 정도로 기침을 한다. 0 2 4

※ 본인의 삼킴장애 정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1=정상, 7=아주 심함)

1 2 3 4 5 6 7

정상 중간 정도 심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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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대상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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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Dysphagia Handicap Index(DHI) 
in Stroke Patients and Associated Factors 

Han Kyeol Kim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eog Young Kim)

Since swallowing disorders affect not only physical health but 

also the quality of life,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self-perception of swallowing problem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which investigated the effect of swallowing 

functions on the swallowing-related quality of life in detail. 

Thu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key factors of the 

swallowing-related quality of life by Dysphagia Handicap 

Index(DHI) in 45 stroke patients. 

The average DHI of stroke patients was higher than that of 

normal group reported by previous studies. This suggested that 

patients were generally aware of their own swallowing 

problems. They experienced discomforts in order of functional, 

physical, and emotional aspects due to their swallowing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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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HI of stroke patient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post onset time(POT), K-MMSE, NIHSS, GDS, PAS, 

FDS, and ASHA NOMS scale. However, DHI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ender, age, diagnosis, stroke lesion, MBI, and 

FAC. 

At the total score level,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f DHI 

were FDS and PAS, accounting for 66.3% of DHI. However, in 

the further analysis with sub-items, ‘the level of penetration 

or aspiration’ showed the greatest effects. In the last model, 

‘the level of penetration or aspiration’, ‘lip closure’, 

‘coating of pharyngeal wall after swallow’ accounted for 

61.8% of DHI. When dealing with only FDS sub-items, 

‘pharyngeal transit time’, ‘bolus formation’, ‘coating of 

pharyngeal wall after swallow’ showed the most influence, 

accounting for 60.2% of DHI. In conclusion, the swallowing 

dysfunctions in pharyngeal phase had more impact on 

swallowing-related quality of life compared to those in oral 

phase. 

Key words : stroke patients, dysphagia, dysphagia handicap 

index, swallowing, swallowing dis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