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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연하장애 유병률과 관련요인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dysphagia in patients hospitalized 
with acute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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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연하장애 유병률과 그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일

상급종합병원에 급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입원 환자 131명(연령 범위 34-92세, 58.0% 남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유병률은 24.4%였으며, 대상자의 나이, 뇌졸중 중증도, 구강상태, 일상활동

의존도가 연하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뇌졸중 발병 직후부터 연하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간호사정과 예방적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 뇌졸중, 삼킴, 연하장애, 미국국립보건원뇌졸중척도, 삼킴곤란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prevalence of dysphagia in patients hospitalized with 
acute stroke an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dysphagi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tertiary hospital 
and a total of 131 patients hospitalized with acute stroke (aged 34-92 years old, 58.0% male) were enrolled. 
The prevalence of dysphagia was 24.4% out of 131 participants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dysphagia were 
age, neurological severity, oral health status, and dependence in activity of daily living of participants. 
Considering the long-term rehabilitation trajector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early screening and preven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dysphagia during acute stage of strok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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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 뇌에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순환 장애로 뇌혈관의 막힘이나 파열로 뇌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다[1]. 뇌졸중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2017년 인구

10만 명당 44.4명이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2], 생존하게 되더라도 손상 위치와

범위에 따라 연하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감각장

애, 운동장애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3].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경험하는 건강문제 중 연하장

애는 음식물이 구강 내에서 위까지 내려가는 과정의 기

능장애 상태를 말하는데[4],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50%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연하

장애는 영양부족, 탈수, 전해질 불균형, 흡인성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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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키고[7], 연하장애가 있는 뇌

졸중 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삼킴이 가능한 사람보다 사

망 위험이 약 8.5배 높아[8]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러한 문제들은 재원일수를 연장시켜 의료비 증가로 인

한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여 환자와 가족 구성원들의 삶

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9]. 또한 연하장애의 주 증상인

침 흘림, 기침, 헛기침 등은 식사 시에 흡인과 질식에 대

한 두려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식사를 기피

하게 만들어 사회활동의 위축, 자존감 저하, 우울과 같

은 부정적 정서의 원인이 될 수 있다[10,11]. 따라서 뇌

졸중 환자의 연하장애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간호행위라 할 수 있다.

뇌졸중 환자의 연하장애의 조기 발견과 중재가 적기

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환자가 연하장애를 지각하지

못하여 증상 호소 없이 흡인이 일어나는 경우이거나

[12], 돌봄제공자가 연하장애에 대한 지식과 관리 경험

이 부족하거나[13], 연하장애에 대해 의료인의 지식이

낮을 때[14] 등으로, 뇌졸중 환자의 표준 간호 과정에서

연하장애에 대해 간편하면서도 효율성 높은 사정방법의

선정과 적용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임상에서 연하장애

를 사정하는 방법은 크게 진단평가(diagnostic

evaluation)와 선별검사(screening test)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전자는 연하기능 진단을 위한 비디오 투시 연하검

사(videofluoroscopy, VFS)가 대표적이며, 후자는 연하

장애 위험인자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척도를 이용하는

것으로[15] 환자를 24시간 접하는 간호사에 의해 지속적

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상현장에서 뇌졸중 환자에게 간호사가 직접 적용

할 수 있는 연하장애 선별검사 중 GUSS (GUgging

Swallowing Screen)는 환자로 하여금 점도 순으로 고안

된 3가지 형태의 식이를 삼키게 하여 채점한 점수로 연

하장애 정도를 단계화할 수 있고[16], 발병 시기에 상관

없이 뇌졸중 환자의 연하장애와 흡인 위험을 선별할 수

있으면서 간호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로 그 타

당도를 입증한 바 있다[17].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

태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 국립보건원

뇌졸중 척도(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장애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급성 뇌졸중 환자의 퇴

원 시 기능적 회복 요인을 파악한 연구에서[18] 입원 시

NIHSS 점수가 퇴원 시 기능적 회복의 주요한 관련요인

으로 밝혀져 입원 초기에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

로 NIHSS 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

다.

뇌졸중 후 나타나는 신체적 장애는 일시적이거나 영

구적인 기능상실을 초래하여 세안, 식사, 목욕, 배변, 이

동 등의 일상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19]. 기능적 독립 수준을 최대로 성취하는 것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목표의 핵심인데, 급성 뇌졸중 발병 6개월

후의 일상활동 수준이높을때 장기생존율 또한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0] 일상활동 의존도를 반영한

수정랭킨 척도(modified Rankin Score, mRS)는 NIHSS

와 함께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있는인자로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

의 영양과 구강상태는 연하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

인으로 밝혀져 치아와 잇몸 문제, 치아의 손실, 구강건

조, 혀 운동 장애[21,22]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척도들의 적용을 통해 간호사가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중증도를 정확히 인지하여 연하장애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음식 농도 조절이

나 자세교정, 보상적 연하기술과 같은 중재를 적용할 수

있다면 뇌졸중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3]. 그러나 지금

까지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하장애 위험성

예측요인을 파악한 연구[24], 사정도구를 개발한 연구

[25]와 중재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후 효과[25,26]를

본 연구들이 있었으나 연구대상이 노인, 연하장애를 동

반하는 신경계질환 환자, 재활단계의 뇌졸중 환자로 급

성 뇌졸중 환자의 연하장애 유병률과 그 관련요인을 확

인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연하장애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합병증과 사망 위험

증가를 고려하였을 때, 입원 초기부터 적용할 수 있는

연하장애 조기 선별 프로토콜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급성기 뇌졸중 입원 환자의 연하

장애 관련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연하장애 유

병률과 연하장애 발생에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 영양상태, 뇌졸중 중증도, 구강상태, 그리고

일상활동 의존도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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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급성 뇌졸중 환자의 연하장애 선별에 있

어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GUSS (GUgging

Swallowing Screen)를 사용하여 급성 뇌졸중 입원 환

자의 연하장애 유무에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

련 특성, 영양상태, 뇌졸중 중증도, 구강상태, 그리고

일상활동 의존도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급성기 뇌

졸중 환자에게 연하장애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경남의 도농복합지역 J시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신경

과병동과 뇌졸중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급성 뇌졸중 환

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로 뇌졸중 이외 연하장애를 유발하는 다른

신경학적 질환이 없으며, 지시 따르기가 가능한 정도

의 인지기능을 가진 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되, 70세 이상의 노인

환자의 경우, 이해력이나 판단력의 저하를 감안하여

친권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연구를 진행하였고, 환경

과 시간적인 배려를 먼저 하였다. 제외기준은 의식이

없는 환자, 금식환자, 기도삽관 유지환자, 경피적 위루

관 유지환자, 그리고 경장영양환자로 정하였다.

대상자수는 Cohen의표본추출공식에따른검정력분

석프로그램인 G*power 3.2.1.9[27]에서유의수준 .05, 검

정력 80%, 중정도의 효과크기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

본의크기는 118명이었으며 이를근거로하여회수율및

응답누락등을 10% 고려하여수집한결과최종 131명을

표집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 특성

본연구에서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으로는성별,

연령, 교육수준을포함하였으며, 건강관련특성으로는재

원기간, 진단명, 뇌졸중 병변부위, 혈전 용해치료 시행여

부와 종류, 흡연력와 음주력이 포함되었다.

2) 영양상태

본 연구대상자들의 영양상태 지표로는 Leibovitz 등

[28]과 Kim 등[29]의 연구를 근거로한 영양상태지표들

중 혈액검사 상 나타난 헤모글로빈, 알부민, 총단백질의

수치로측정하였다. 영양상태지표로일반적으로포함되

는체질량지수는연구대상자들의질병특성상신장과체

중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하였다.

3) 뇌졸중 중증도(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본 연구에서대상자의뇌졸중중증도는미국국립보건

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NIHS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30]. NIHSS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

적 중증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의식수준, 주

시 장애, 시야장애, 얼굴마비, 상지마비, 하지마비, 사

지 운동 실조, 감각 장애, 언어 장애, 발음 장애, 무시의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 당 1문항이나 의

식수준은 의식의 명료성(alertness), 명명(naming), 지시

수행(obey command)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지

혹은 하지 마비 또한 오른쪽과 왼쪽을 각각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총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별로

0점부터 2~4점의점수를주게되어있어총 0점에서 42점

의 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뇌졸중 중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2이었다.

4) 연하장애 정도(GUgging Swallowing Screen,

GUSS)

본 연구의 대상자의 연하장애 정도는 Trapl 등[16]이

개발한 Gugging Swallowing Screen (GUSS)으로 평가

하였다. GUSS는 간접 및 직접 연하검사를 순서대로 진

행하면서 3가지형태의음식물인반고형식, 물, 고형식을

삼키게 하며 검사하는데, 100%의 민감도와 69%의 특이

도를 가진다[16]. 최고 점수 20점은 연하장애가 없는 상

태이고, 점수가 낮아질수록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의 위

험이높은것으로평가한다. Cut-off point는 14점으로흡

인에 대한 예측타당도는 area under the ROC curve가

.933 (CI 95%)이었고 관찰자간 신뢰도는 kappa .835

(p<.001)로[16], 본 연구에서는 관찰자 별 측정결과가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dysphagia in patients hospitalized with acute stroke

- 420 -

90% 이상 일치될 때까지 훈련 후 측정하였다.

5) 구강상태(Oral Assessment Guide, OAG)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구강 내 건강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 Eilers 등[31]이 개발한 Oral Assessment Guide

(OAG)를 사용하였는데, OAG는 목소리, 삼킴, 입술, 혀,

침, 구강점막, 잇몸, 치아혹은의치 8개의영역으로구성

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상태를 1점부터 3점까지 평가하

도록 되어 있다. 각 평가영역에서 연구자는 환자와 대화

를 나누며 목소리를 듣거나, 삼키도록 지시하거나, 구강

내를 설압자로 누르거나 자극하거나, 조직을 시진 또는

촉진하여관찰하는등의방법으로 구강상태를사정하며,

정상인경우 1점을부여하고, 각각의항목에따라붉어지

거나, 통증, 또는부종이있는경우 2점을, 삼키지못하거

나, 조직의궤양또는출혈등이있는경우 3점을부여한

다. 최소 8점에서최대 24점의점수가가능하며, 높은점

수를 받을수록 구강상태가 열악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관찰자 별 측정결과가 90% 이상 일치될 때까지

훈련 후 측정하였다.

6) 일상활동 의존도(modified Rankin Scale, mRS)

본 연구에서는대상자의일상활동의의존도를평가하

기위해 modified Rankin Scale을 사용하였는데, mRS는

Rankin[32]에 의해 1957년 처음 소개되었으며 5점 척도

로 이루어져 있었다. 1988년 van Swieten 등[33]에 의해

6점척도로수정되어대상자의기능회복결과를평가하

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mRS는 0-6점으로 점수

화하여, 아무런증상이없을때 0점, 발병전의모든업무

와일상활동의실행이가능한경우는 1점, 발병 전의모

든일상활동을수행할수는없지만도움이없이스스로

일상적 용무는 처리할 수 있는 경도의 장애는 2점, 약간

의 도움이필요하지만다른사람의부축을받지않고걸

을수있는중등도의장애는 3점, 보조나다른사람의도

움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처리와 위생관리

를스스로수행할수없는중등도의심한장애는 4점, 침

상의존상태이고 대소변 실금이 있으며 지속적인 간호와

주의가 필요한 중증장애는 5점, 사망한 경우는 6점이다.

개발 당시 측정자 간 신뢰도는 .62~.91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관찰자 별 측정결과가 90% 이상 일치될 때까지

훈련 후 측정하였다.

4. 자료 수집

본연구의자료수집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

는피험자선정기준에부합하는급성뇌졸중환자 131명

에게 피험자 번호를 부여한 후 NIHSS, GUSS, OAG 및

mRS를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900병상의 3차

종합병원인 G대학교병원생명윤리심의위원회심의를거

쳐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GNUH 2017–04–

007- 002). 설문지작성시윤리적측면을고려하여연구

대상자에게연구의필요성, 목적, 연구참여로인한유익

성과 중단가능성, 자료수집방법 및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충분히설명하였으며연구에참여할것에대해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에 자가 보고식으로 응답하도

록하였고, 설문지내용이이해가되지않거나연구에대

한의문이있을때설문현장에서질문을받았으며추후

에도연구자에게문의할수있도록연구설명문및동의

서에 연구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였다. 연

구를위해수집된자료는연구목적으로만사용될것이며

개인의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려 대상자의 권리

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6.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WIN 2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

준은 p<.05로 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연하장애 유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

특성의 차이는 χ2 검정 또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GUSS 점수에 따른 흡인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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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

령은 평균 70.19세로 65세 이하가 35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5~79세가 30명(22.9%)이었으며, 80세

이상이 10명(7.6%)이었다. 성별은남자가 76명(58%)이었

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57명(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21명(16%), 고등학교 졸업 21명

(16%), 무학 17명(13%), 대학교 졸업 14명(10.7%) 순이

었다.

연구대상자의건강관련특성을살펴보면대상자의재

원기간은 평균 2.9일이었다. 진단명은 뇌경색이 107명

(8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뇌출혈 12명(9.2%),

일과성 허혈발작 10명(7.6%) 순이었다. 병변부위는왼쪽

55명(42.0%), 오른쪽 52명(39.7%)으로 나타났으며, 혈전

용해치료는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100명(76.3%)로 가장

많았고, IA 15명(11.5%), r-TPA 8명(6.1%), both of

r-TPA and IA가 6명(4.6%)이었다. 흡연력이 있는 경우

가 53명(40.5%), 주기적으로 음주하는 경우가 45명

(34.4%)으로 나타났다. 영양상태 관련 혈액검사 수치 평

균은 알부민 4.22g/㎗, 헤모글로빈 13.21g/㎗, 총단백질

6.89g/㎗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평균점수는 NIHSS

3.87점, GUSS 18.10점, OAG 9.63점, mRS 2.70점이었다

(표 1).

2. 연하장애 유무에 따른 대상자 특성의 차이

연하장애유무에따른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의

차이를검증하기위하여 χ2 검정또는 independent t-test

로 분석한 결과(Table 2), 연하장애 유무에 영향을 미치

는요인은연령이었다(χ2=7.030, p=.013, t=8.016, p=.005).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GUSS≤14) 32명(24.4%)의 평

균연령은 75.28세, 연하장애가 없는 대상자 99명(75.6%)

의평균연령은 68.55세였으며전체평균연령은 70.19세로

나타났다(p=.005). 연령에 따라 70세를 기준으로 연하장

애가 있는 대상자 32명(24.4%)중 70세 이상이 25명

(19.1%)으로 높았고, 70세 미만이 7명(5.3%)으로 나타났

다. 연하장애가 없는 대상자 99명(75.6%)중 70세 이상이

51명(38.9%), 70세 미만이 48명(36.6%)으로 나타났다

(p=.013). 연하장애 유무에 성별(p=.067), 교육정도

(p=.115)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 특성

Table 1.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1)

Variables Categories Mean±SDor n(%)

Age

(years)

<65 35(26.7)

65~69 20(15.3)

70~74 16(12.2)

75~79 30(22.9)

80~84 20(15.3)

≥85 10(7.6)

70.19±12.01

Gender
Female 55(42.0)

Male 76(58.0)

Education

None 17(13.0)

Elementary school 57(43.5)

Middle school 21(16.0)

High school 21(16.0)

University 14(10.7)

Graduate school 1(0.8)

Length of stay (days) 2.9±3.1

Primary

medical

diagnosis

Ischemic stroke 107(81.7)

Hemorrhagic stroke 12(9.2)

TIA 10(7.6)

Others 2(1.5)

Side of

stroke

Left 55(42.0)

Right 52(39.7)

Others 24(18.3)

Thromboly

sis therapy

None 100(76.3)

r-TPA 8(6.1)

IA 15(11.5)

r-TPA and IA 6(4.6)

Others 2(1.5)

Smoking experience (yes) 53(40.5)

Alcohol use (yes) 45(34.4)

Nutritional

index

Albumin (g/㎗) 4.22±0.42

Hgb (g/㎗) 13.21±1.66

Total protein (g/㎗) 6.89±0.60

NIHSS 3.87±3.55

GUSS 18.10±3.18

OAG 9.63±1.39

mRS 2.70±1.61

Note. r-TPA=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IA=Intraarterial Injection; mRS=modified Rankin Scale;

NIHSS=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 OAG=Oral

Assessment Guide; TIA=Transient Ischemic Attack.

연하장애유무에따른건강관련변수의차이를검증

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표 2).

재원 기간, 주진단, 병변위치, 혈전용해치료, 흡연력,

음주여부 및 영양상태 지표인 혈액검사 결과(알부민,

헤모글로빈, 총단백질)는연하장애에영향을미치지않

았다. NIHSS는평균 3.87±3.55점으로, 연하장애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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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하장애 유무에 따른 대상자 특성의 차이

Table 2.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1)

Variables Classification

With dysphagia Without dysphagia Total

χ2 or t/F p valueMean±SD or n(%) Mean±SD or n(%) Mean±SD or n(%)

32 (24.4) 99 (75.6) 131 (100.0)

Age (years)

(mean±SD) 75.28±9.42 68.55±12.33 70.19±12.01 8.016 .005

<70 years 7(5.3) 48 (36.6) 55(42.0)
7.030 .013

≥70 years 25(19.1) 51 (38.9) 76(58.0)

Gender
Male 14(10.7) 62 (47.3) 76(58.0)

3.538 .067
Female 18(13.7) 37 (28.2) 55(42.0)

Education
<12 years 31(23.7) 85 (64.9) 116(88.5)

2.895 .115
≥12 years 1(0.8) 14 (10.7) 15(11.5)

Length of stay (days) 3.44±4.14 2.67±2.68 2.90±3.12 -1.226 .223

Primary medical
diagnosis

Ischemic 28(21.4) 79(60.3) 107(81.7)

1.925 .806
Hemorrhagic 3(2.3) 9(6.9) 12(9.2)

TIA 1(0.8) 9(6.8) 10(7.6)

Others 0 2(1.6) 2(1.6)

Side of stroke

Right 12(9.2) 41(31.3) 53(40.5)

1.637 .675Left 16(12.2) 39(29.8) 55(42.0)

Others 4(3.1) 19(14.5) 23(17.5)

Thrombolysis
therapy

None 22(16.8) 78(59.5) 100(76.3)

4.345 .317

r-TPA 1(0.8) 7(5.3) 8(6.1)

IA 6(4.6) 9(6.9) 15(11.5)

r-TPA & IA 2(1.5) 4(3.1) 6(4.6)

Others 1(0.8) 1(0.8) 2(1.5)

Smoking experience (yes) 8(6.1) 45(34.4) 53(40.5) 4.200 .061

Alcohol use (yes) 7(5.3) 38(29.1) 45(34.4) 2.923 .133

Nutritional index

Albumin (g/㎗) 4.15±0.50 4.25±0.38 4.22±0.42 0.916 .365

Hgb (g/㎗) 12.99±1.47 1328±1.71 13.21±1.66 0.855 .394

Total protein(g/㎗) 6.86±0.66 6.90±0.57 6.89±0.60 0.377 .707

NIHSS 7.53±4.41 2.69±2.18 3.87±3.55 -5.986 <.001

OAG 10.50±1.44 9.35±1.26 9.63±1.39 -4.311 <.001

mRS 3.91±1.28 2.31±1.52 2.70±1.61 -5.337 <.001

Note. With dysphagia (GUSS≤14), TIA=Transient Ischemic Attack

대상자는 7.53점, 연하장애가없는대상자는 2.69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OAG는 평균 9.63점으

로,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10.50점, 연하장애가 없

는대상자는 9.35점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p<.001).

mRS는 평균 2.70점으로,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3.91점, 연하장애가없는대상자는 2.31점으로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 흡인위험과 뇌졸중 증증도에 따른 연하장애 유병률

연하장애 유무에 따른 흡인위험을 GUSS점수로 확

인한 결과,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 32명은 중등도 위

험(10≤GUSS≤14)이 30명(22.9%), 흡인 고위험(GUSS

≤9)이 2명(1.5%)으로 흡인위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

며, 연하장애가없는 99명의대상자는최소위험이 86명

(65.6%), 저위험이 13명(89.9%)으로 흡인위험이 낮게

나타났다(표 3).

연하장애유무에따라뇌졸중중증도를NIHSS세부

항목으로 확인한 결과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 32명중

‘현재 월과 나이를 질문한다’에 19명(59.4%), ‘눈을 떴

다감았다하게 한후지시한다’에 7명(21.9%), ‘최적의

주시’에 5명(15.6%), ‘안면마비’에 26명(81.3%), ‘운동기

능(상지)’에 25명(78.1%), ‘최상 언어능력’에 12명

(37.5%), ‘구음장애’에 29명(90.6%), ‘소멸과 무관심’에

13명(40.6%)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표 4).

mRS는 재원기간(r=.343, p<.001)과 정적 상관관계

가 있었다. 혈액검사 상 알부민은 연령(r=-.365,

p<.001) 및 mRS(r=-.228, p=.009)와 유의한상관관계가

있었고, 헤모글로빈은 ‘연령’(r=-.401, p<.001) 및 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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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흡인위험과 뇌졸중 중증도에 따른 연하장애 유병률

Table 3. Prevalence of dysphagia according to risk of aspiration and Stroke severity (N=131)

Risk of aspiration (GUSS)

With dysphagia Without dysphagia

n=32 (24.4%) n=99 (75.6%)

n (%) n (%)

Minimal risk (GUSS=20) - 86 (65.6%)

Low risk (15≤GUSS≤19) - 13 (89.9%)

Moderate risk (10≤GUSS≤14) 30 (22.9%) -

High risk (GUSS≤9) 2 (1.5%) -

Stroke severity

NIHSS (abnormal case)

With dysphagia Without dysphagia

χ2 or t/F p valuen=32 (24.4%) n=99 (75.6%)

n(% out of 32) n(% out of 99)

1a. Level of consciousness 1 (3.1%) 0 (0%) 3.118 .244

1b. Ask patient the month and their age 19 (59.4%) 4 (4.0%) 53.579 <.001

1c. Ask patient to open and close eyes 7 (21.9%) 0 (0%) 22.879 <.001

2. Best Gaze 5 (15.6%) 0 (0%) 16.083 .001

3. Visual Field Testing 1 (3.1%) 1 (1.0%) 0.719 .430

4. Facial Paresis 26 (81.3%)) 45 (45.5%) 13.118 .002

5. Motor Function(affected leg) 25 (78.1%) 50 (05%) 17.050 .001

6. Motor Function(affected leg) 26 (81.3%)) 59 (59.6%) 12.912 .011

7. Limb Ataxia 5 (15.6%) 4 (4.0%) 5.660 .055

8. Sensory 14 (43.8%) 19 (19.2%) 8.790 .019

9. Best Language 12 (37.5%) 2 (2.0%) 32.316 <.001

10. Dysarthria 29 (90.6%) 51 (51.5%) 27.300 <.001

11. Extinction and Inattention 13 (40.6%) 6 (6.1%) 23.870 <.001

NIHSS total score mean±SD 7.53±4.41 2.69±2.18 -5.98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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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31)

Age
Length

of stay
Albumin

Hemo-

globin

Total

protein
NIHSS GUSS OAG mRS

Age
1

Length

of stay

.075 1

(.398)

Albumin
-.365*** -.084 1

(<.001) (.346)

Hemo-

globin

-.401*** -.090 .418*** 1

(<.001) (.311) (<.001)

Total

protein

-.293*** -.085 .737*** .317*** 1

(.001) (.337) (<.001) (<.001)

NIHSS
.098 .273** -.056 -.004 -.008 1

(.267) (.002) (.528) (.968) (.926)

GUSS
-.273** -.137 .094 .066 .048 -.634*** 1

(.002) (.123) (.287) (.452) (.589) (<.001)

OAG
.348*** -.009 -.209* -.161 -.156 .347*** -.355*** 1

(<.001) (.918) (.017) (.065) (.075) (<.001) (<.001)

mRS
.143 .343*** -.228** -.074 -.136 .702*** -.455*** .259** 1

(.103) (<.001) (.009) (.402) (.120) (<.001) (<.00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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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r=.418, p<.001)과 유의한상관관계가있었으며총단

백질은 연령(r=-.293, p=.001), 알부민(r=.737, p<.001),

헤모글로빈(r=.317,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다. GUSS는 연령(r=-.273, p=.002) 및 mRS(r=-.455,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NIHSS는 재원

기간(r=.273, p=.002), mRS(r=.702, p<.00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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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급성 뇌졸중 환자의 흡인 위험도 영향요인

Table 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o explain the dysphagia in stroke patients (N=131)

β SE Wald p value OR 95% CI

Age .046 .026 3.073 .080 1.047 [0.995, 1.101]

mRS -.008 .252 .001 .975 0.992 [0.606, 1.625]

NIHSS .483 .131 13.612 <.001 1.622 [1.254, 2.096]**

OAG .365 .211 2.987 .084 1.440 [0.952, 2.178]

Constant -10.245 2.530 16.393 <.001 0.000

**p<.01

GUSS(r=-.634,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OAG는 연령(r=.348, p<.001), mRS(r=.259, p=.003), 알

부민(r=-.209, p=.017), 및 GUSS(r=-.355, p<.001),

NIHSS(r=.347,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5. 급성 뇌졸중 환자의 흡인 위험도 영향요인

GUSS 점수에 따른 급성 뇌졸중 환자의 흡인 위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표 5).

흡인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NIHSS(β

=.483, p<.001)이었다. 즉, NIHSS 점수가높을수록흡

인 위험도가 높았다.

Ⅳ. 논의

본 연구는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연하장애 유병률

과 연하장애 발생에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

특성, 영양상태, 뇌졸중 중증도, 구강상태, 그리고 일상

활동 의존도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 131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평균연

령은 70.2세였고 성별은 남자가 58%를 차지하였다. 건

강관련 특성으로 진단명이 허혈성 뇌졸중인 경우가

81.7%로 많았고, 뇌졸중 위치는 우뇌와 좌뇌가 각각

39.7%, 42.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재활의학병원

에 입원한 연하장애 노인환자 58명을 임상통계학적으로

분석한 연구[34]에서 연하장애를 진단받은 환자가 여성

보다 남성이 56.9%로 더 많고, 70대가 41.4%로 가장 많

았던 것과 비슷한 결과이며, 뇌졸중 진단 후 연하장애가

좌, 우 대뇌반구, 뇌간을 침범하는 환자에서 관찰된다는

선행연구[35]와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의 24.4%가 뇌졸중 후 연하장애를 진단받았는데

이는 연하장애가 뇌졸중 환자의 50% 이상에서 발생한

다고 하였던 연구[5,6]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준

의 유병률이었다. 출혈성 뇌졸중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

의 연하장애 발생률이 더 낮다고 보고한 연구[35]를 기

반으로 판단했을 때 본 연구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연

하장애의 발생 위험이 낮은 집단이었고, 심각한 연하장

애로 경구섭취가 불가능한 환자는 연구 대상자 선정기

준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하장애 유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연령이었다. 이는 뇌졸중 발병 후 90일 이

내 환자의 연하기능과 연령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던 연구[36]와 같은 결과이며 연하장애 사정 시 연령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삼킴 절차

와 발성과정에 사용되는 근육과 신경이 동일하기 때문

에 연하와 발성에 필요한 구강운동 기능이 향상되면 음

식을 삼키는 것이 수월해진다고 하였으므로[37] 노인들

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노래 중재나 입술강화운동

을 교육하여 연하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하장애 유무와 유의하게 관련 있는 요인은 NIHSS,

OAG, mRS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뇌졸중 중증도는 NIHSS 점수로 평

균 3.87±3.55점으로,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7.53±4.41점, 연하장애가 없는 대상자는 2.69±2.18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에서 NIHSS는 재원기간(r=.273, p=.002),

mRS(r=.702, p<.001), GUSS(r=-.634,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NIHSS 점수가 높은 그룹에서

mRS 또한 좋지 않은 결과(bad outcome, mRS>2)가 발

생할 위험이 높다고 한 연구[3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Song[39]의 연구에서 뇌졸중 후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초기 뇌졸중 중증도인 NIHSS였으며, 기존에 가

지고 있던 동반질환이 뇌졸중의 중증도를 심각하게 만

드는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만성질

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보건소에서 주

관하고 있는데, 이 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동반한 뇌졸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뇌졸중 예

방관리와 발병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집중교육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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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하장애 유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NIHSS의 세부항목은 10가지였고 연하장애가 있는 환

자 32명 중 ‘구음장애’ 29명(90.6%), ‘안면마비’ 26명

(81.3%), ‘운동기능(상지)’ 25명(78.1%)의 세 항목이 가

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뇌졸중 환자의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활운동훈련이 필수적

인데 국내 스마트폰 사용률이 80%를 웃도는 최근상황

을 고려하여[40], 재활치료실이 아닌 가정과 병실에서도

운동훈련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중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 뇌졸중 재활분야와 관련된 어

플리케이션은 인지치료와 관련된 두뇌개발훈련 어플리

케이션과 언어치료와 관련된 실어증 훈련 프로그램, 상

지기능 개선을 위한 운동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으며, 구

강안면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Moon 등[41]은

병실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구강안면 훈련을 추

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도 연하기능이 향상된다고 보

고하였으므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운동훈련을 통해

신체적 기능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급성 뇌졸중 환자의 흡인 위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NIHSS(β=.483, p<.001)였고, NIHSS

점수가 높을수록 흡인 위험도가 높았다. 연하장애는 단

순한 증상에 그치지 않고 저작 장애, 영양부족, 부적절

한 기도청결 및 구강위생, 흡인 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

제를 수반하고 있으므로[29]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하장애와 관련된 증상들을 잘 숙지하고 관찰해야 한

다. 간호사는 수시로 환자의 식사 방법과 식사 시 자세,

구강상태, 흡인을 유발하지 않는 물리적 환경 등을 확인

하고, 환자의 섭취 수준에 맞는 식이단계를 확인하여

[42] 환자에게 맞춤한 흡인예방 중재를 제공해야할 것이

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강상태는 OAG 점수로 평균

9.63±1.39점인데,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10.50±1.44

점, 연하장애가 없는 대상자는 9.35±1.26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OAG는 연령(r=.348, p<.001), mRS(r=.259, p=.003),

GUSS(r=-.355, p<.001), NIHSS(r=.347, p<.001)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노인의 잔존치수가 많을수

록 보행상태가 좋고, 잔존치수가 많고 저작능력이 좋을

수록 일상활동 기능과 사회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43]를 지지한다. 특히 뇌졸중 환자에게 구강위

생은 매우 중요한데 치주질환이 악화될 경우 치아 통증

으로 저작능력이 저하되어 영양섭취가 불량해지고 구강

내 세균집락으로 흡인성 폐렴의 발병이 증가하여 예후

에치명적일수있다[44]. 뇌졸중진단후급성기또는재

활치료 기간 중 발생하는 의학적 문제와 의료인이나 보

호자의 인식부족은 뇌졸중 환자의 적극적인 구강위생관

리를 방해하며[45],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구강관리에 대한 동기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6]. 따라서 급성기 뇌졸중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주기

적인 구강검진과 구강관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상활동 의존도는 mRS 점수로 평

균 2.70±1.61점인데,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3.91±1.28점, 연하장애가 없는 대상자는 2.31±1.5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mRS는 재원기간과 정적 상관관계

가 있었다(r=.343, p<.001). 이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

자의 퇴원 시 기능 상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재원기간이

퇴원 시 기능 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과 일

치하는 결과[43]였다. 선행연구에서 뇌졸중 집중치료실

에서 치료 받은 환자는 일반병동에서 치료 받은 환자보

다 3개월 후 mRS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는데[47] 이는

초기의 적절하고 적극적인 중재가 환자의 예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hoi의 연구[48]

에서 급성 뇌졸중 환자 가족들의 뇌졸중 관련 지식이 높

을수록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급성기 뇌경색 환자의 치료시작 시기가 빠를수

록 기능회복 정도도 빠르다고 하였으므로[49] 입원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재발예방 및 뇌졸중 자가 관리 교육을

조기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연하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 적절하고 적극적인 간호중재

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흡인성 폐렴과 같은 주요 합병

증을 예방함은 물론 사망 위험을 감소시켜 뇌졸중 환자

의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연하장애 유병률

과 관련요인을 탐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유병률은 24.4%였으며,

대상자의 연령, 뇌졸중 중증도, 구강상태, 일상활동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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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연하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를 기반으로 뇌졸중 발병 직후부터 연하기능 조

기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간호사정과 예방적 중재 프로

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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