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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oftongue-holdingmaneuveronthe

swallowingfunctioninstrokepatients

Jung,SunEun

Advisor:Prof.Han,MiAh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ChosunUniversity

Objective:Thisstudyaimedtoinvestigatetheeffectofaneight-weektongue-holding

maneuverontheswallowingfunctioninstrokepatients.

Methods:Twentyeightstrokepatientswithdysphagiadiagnosedwithin1yearwere

randomlyallocatedtotheexperimentalorcontrolgroups.Theexperimental(n=11)and

control group (n=9) performed the tongue-holding and mendelsohn maneuver,

respectively.Andbothgroupsperformedthetraditionaldysphagiatherapy.Maneuver

wereconductedforthirtyminutesadays,fivedayaweek,forsixweeks,totalforty

session.Swallowingfunctionwithfuntionaldysphagiascale(FDS)andswallowingpain

withvisualanaloguescale(VAS)between2groupsweretestedbychi-squaretests,

mann-whitneytestesandwilcoxonsignedranktests.

Results:Thegeneralcharacteristicssuchasage,sexanddiseasehistoryof2groups

werenotdifferent.After8weeksintervention,swallowing function oforalphase,

pharyngealphaseandtotalscorewassignificantlyimprovedinbothexperimentaland

controlgroups.Also,swallowingpainwassignificantlydecreasedinbothgroups.But,

thechangeofswallowingfunctionandpainbetweengroupswerenotdifferent.

Conclusion:A tongue-holding maneuveroveran eightweek period improved the

swallowingfunctionofstrokepatients.

Keywords:tongue-holdingmaneuver,mendelsohnmaneuver,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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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뇌졸 은 암,심장질환과 더불어 3 사망원인 하나로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통계청,2011).뇌졸 은 뇌손상에 의해 야기되는

복합 인 기능장애로서 연하장애를 비롯하여 운동장애,감각장애,인지 지각장애,

언어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Pedretti& Early,2006).뇌졸 환자의 33∼73%는 합

병증으로 연하장애를 호소하고 있는데(Paciaromietal,2004),연하장애란 음식물을 인

지하고 입안으로 가져간 후 구강으로부터 인두와 식도를 거쳐 까지 보내는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으로,입에서 까지 옮기는 데 이상이 생긴 것을 말한다(Kwonetal,

2013).

연하장애는 음식물을 삼키는 데 지연이 생기고 기도로 양과 수분 공 의 유지를 방

해하며 먹는 즐거움을 상실 시킬 수 있고(Songetal.,2007), 양 섭취 장애뿐 아니라

흡인,폐렴,탈수,폐 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다(Chonetal,1996;Hah&

Chang,2014).연하작용은 구강기,인두기,식도기로 나 수 있으며 개의 신경학

이상에 의한 연하장애는 식도기 보다는 구강기 인두기의 이상에 의한 경우가 많다

(Chonetal.,1996).이처럼 뇌졸 환자에게 발생하는 연하장애는 구강기,인두기 손

상에 의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며,이 결과로 뇌졸 환자의 반 이상이 구인두 연하

장애(Oropharyngealdysphagia)를 겪게 된다(Silvaetal.,2008).

연하장애의 치료는 연하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지만,기본 치료 원칙

은 이상반사의 억제 연하반사의 진,구강 안면부의 감각 자극,구강 인후

근육의 강화 운동 등이 있다(Logemann,2007).이러한 기본 치료 원칙에 따라 연하

재활치료는 온도- 각 자극법(thermal-tactilestimulation),연하 진 삼킴기법(멘델슨

메뉴버, -유지 메뉴버,노력 삼킴,성문 삼킴,최 성문 삼킴 등),운동치료

로그램(구강안면운동,성 내 ,성 강화,쉐이커 운동 등),보상 치료(자세조 ,

식이 변형,보조기)등이 용되고 있다(Logemann,2007).그 외에 기 자극치료,뇌

자극치료,수술 요법 등이 있다.

연하 진 삼킴기법은 치료 후에도 치료 효과가 지속 으로 용되게 하는 것으로 반

복 인 자극과 운동으로 삼키기 메커니즘의 생리 기 을 변화시켜 구 인 변화를 이

끌어 내는 재 기법이다(Huchabee,1999).이 에서 임상에서는 멘델슨 방법이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데(Yoon,2012)이 메뉴버는 인두 수축근(pharyngealconstricto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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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력과 수축 기간 증가에 효과 이며,음식덩이(bolus)가 식도로 들어가는 것을 증가

시킨다고 하 다(Bodenetal,2006).인두 근육 강화를 해 주로 용되는 멘델슨 메

뉴버와 기 자극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멘델슨 메뉴버의 치료 후 흡인이 발

생하지 않았으며,후두개곡과 이상동의 잔여물도 거의 찰되지 않아 효과 인 연하장

애 재활치료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Lee& Kim,2010). 한 멘델슨 메뉴버를 사용한

구강인두 자극 로그램을 뇌졸 환자에게 용한 결과 연하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되

었다(Wooetal,2009).그러나 치료사가 손가락으로 지한 상태에서 수동 으로 사용

되는 방법으로,환자가 능동 으로 수행하거나 장소나 시간에 상 없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Songetal.,2007).

연하 진 삼킴기법 의 하나인 -유지 메뉴버는 마사코 메뉴버(Masakomaneuver)

라고도 불리며,Fujju& Logemann(1996)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마른삼킴을 시도하

는 동안 최 한 끝을 앞니 사이로 내 어 유지한 상태에서 삼킴을 시도하는 방법이

다(Doeltgenetal.,2009). -유지 메뉴버는 인두근 수축을 활성화시켜 기 부와 후

인두벽의 을 강하게 하여 음식물이 구강에서 인두로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압력

형성을 목표로 한다(Songetal.,2007;Yoon,2012). 한 환자 기능상태에 따라 개별

으로 수행가능하며 비용이 들지 않아 쉽게 용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Songet

al.,2007),삼킴 후 잔여물이 많이 남게 되거나 기도 폐쇄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부정

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Yoon,2012).Ohetal(2012)의 연구에서는 -유지 메뉴버

를 항운동으로 활용하여 4주 동안의 규칙 인 운동이 삼킴의 생체역학 변화를 가

져오는지를 평가하 으나, -유지 메뉴버의 4주 훈련은 설골-후두 왕복,인두기 수축

압력,후인두벽의 방 움직임 등의 증가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부정 결과를 제

시하 다. 한 Wooetal(2014)은 -유지 메뉴버를 항운동 로그램으로 용하여

건강한 성인을 상으로 실험군과 조군으로 나 어 8주간 삼킴 련 근육들의 근 활

성도 변화를 분석하여 각 그룹별 훈련 ,후 비교 결과,실험군은 설골상근과 설골하

근 모두에서 근 활성도가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호 되었으나, 조군은 유의한 변화

가 없었다.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4주간의 훈련기간은 신경학 변화를 기 할 수

있는 최소 6주의 재과정보다 짧은 기간이며(Kisner& Colby,2007;Kim etal.,

2009),건강한 성인들을 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상 으로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들

에게 훈련을 용했을 때 연구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을 내포하고 있다

(Wooetal.,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졸 으로 연하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을 상으로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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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변화를 기 할 수 있는 8주의 재과정을 거쳐 -유지 메뉴버와 멘델슨 메뉴버

를 용함으로써 뇌졸 환자의 연하기능과 연하과정에서의 통증변화를 비교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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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연구방법

1.연구 상

G 역시 두 개 재활병원에 입원한 뇌졸 환자 ,연하장애를 진단 받고 작업치료사

에 의해 연하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28명의 환자들을 상으로 하 다.무작 할당을

통해 실험군 15명과 조군 13명으로 배정하 다.모든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내

용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구하 으며,이에 동의한 자를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연구 상자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신경과나 재활의학과 문의에 의해 최근 1년 이내에 뇌졸 으로 진단 받은 자

2)비디오 투시 연하검사를 통해 연하장애를 진단 받은 자

3)치료에 한 이해와 지시 따르기가 가능한 인지기능을 가진 자

4)연구 과정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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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차

모든 상자에게 통 연하재활치료를 15분씩 기본으로 용한 후 실험군에는 -

유지 메뉴버를, 조군에서는 멘델슨 메뉴버를 각각 15분씩 총 30분간 시행하 다.실

험군과 조군 모두 작업치료실내 연하장애 재활치료실에서 하루 30분씩 주 5회 8주

간,총 40회를 진행하 다.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작업치료사 2명이 재활치료를 진행

하 고,연구 조사 목 ,내용 재활치료 방법을 Tromblyetal(2008)등의 표 지

침에 따라 시행하 다.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재활치료를 시행하 으며 재활치료

과 8주 후에 각각 연하기능과 연하과정에서 주 으로 느껴지는 통증을 측정하 다

(Figure1).

실험군과 조군에게 시행되는 재활치료,연하검사 등은 뇌졸 환자의 치료와 리

를 해 통상 인 진료하에서 진행되는 검사 치료법으로 본 연구를 해서 추가

으로 시행되는 검사나 처치는 없었다.2014년 7월 조선 학교병원 기 생명윤리 원회

의 승인 후 연구를 시작하 다(CHOSUN20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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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subjects

(n=28)

Pre-investigation

-Basiccharacterisrics

ofsubject

-Swallowingfunction

-Swallowingpain

Random assignment

Experimentalgroup
(n=15)

Controlgroup
(n=13)

1.Traditionaldysphagiatherapy,15min. 1.Traditionaldysphagiatherapy,15min.

2.Tongue-holdingmaneuver,15min. 2.Mendelsohnmaneuver,15min.

30minutesadays 30minutesadays

Eight-weeksafter

Post-investigation

-Swallowingfunction

-Swallowingpain

Figure1.Research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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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하재활치료

환자의 연하기능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흡인을 방하고 양과 수분공 유지할

수 있도록 안 하게 구강으로의 음식을 섭취하기 해 통 연하재활치료를 실시하

다.연하재활치료는 일반 으로 이상반사 억제와 감각자극,근력 응력을 향상시

키기 해 통 연하재활치료와 연하삼킴 진을 한 운동기법들이 동시에 용된

다(Wooetal,2009;Hongetal.,2012;Leeetal.,2012;Kangetal.,2013;Parket

al.,2014). 통 연하재활치료에서는 자세조 을 비롯하여 안면 구강 감각자극치

료 그리고 식이변형,구강운동 운동방법들이 용된다(Songetal.,2007;JeriA,

2007).본 연구에서는 양군 모두 통 연하재활치료를 15분씩 진행하 고 실험군에

는 -유지 메뉴버를, 조군에는 멘델슨 메뉴버를 각각 15분씩 시행하 다.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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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 메뉴버(Tongue-holdingmaneuver)

-유지 메뉴버는 음식물을 입안에 머 은 상태에서 편안한 정도에서 최 한 끝을

앞니 사이로 내 어 유지한 상태로 삼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Deoeltgenetal.,2009),

를 고정시켜 둠으로써 기 부와 후인두벽의 을 강하게 하여 인두 근육을 강

화시킨다(Songetal.,2007;Yoon,2012).본 연구에서는 최 한 끝을 앞니 사이로

내 어 유지한 상태로 삼킴을 시도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용하 으며,치료사의 지시

에 따라 환자가 능동 으로 시행하도록 하 다.실제 음식을 삼키지 않으며 15분 동안

에 5 에 한번씩 삼키도록 하며 10회 수행 후 1분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 다.

상자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시행하 으며 -유지 메뉴버의 구체 인 순서는 다음

과 같다(Figure2).

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한 자세로 앉는다.

② 고개를 살짝 숙여 턱을 당긴다.

③ 끝이 밖으로 약 3/4인치 정도 나오도록 한 후 윗니와 아랫니 는 입술 사이로

살짝 물고 유지한다.

④ 신호에 맞춰 치아나 입술로 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삼킨다.

⑤ 15분간 반복하여 실시한다.

Figure2.Tongue-holdingmane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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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멘델슨 메뉴버(Mendelsohnmaneuver)

멘델슨 메뉴버는 손가락으로 후두부를 지한 상태에서 후두가 최 한 올라간 상태에

서 3 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Parketal,2011)인두 삼킴 동안 후두와 설골의

자발 인 움직임을 증가시키기 해 고안된 방법으로 상부식도 약근의 열림 시간을

연장시키고,열림 범 를 확장시킨다(Songetal.,2007;Yoon,2012).본 연구에서는

메뉴버 용 방법은 동일하게 용하 으며,치료사가 환자의 후두부를 지한 상태에

서 실시하 다.실제 음식을 삼키지 않으며 15분 동안에 5 에 한 번씩 삼키도록 하며

10회 수행 후 1분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 다.

상자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시행하 으며 멘델슨 메뉴버의 구체 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Figure3).

① 치료사가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방패연골(thyroidcartilage)을 잡는다.

② 침을 삼키라고 지시한다.

③ 삼키는 동안 방패연골을 잡고 올린다.

④ 방패연골이 움직이는 최고 지 에서 몇 동안 자세를 유지하며 쥐어 짜이는 느낌

을 유지한다.

⑤ 15분간 반복하여 실시한다.

Figure3.Mendelsohnmane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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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사변수

1)일반 특성

진료 과정에서 악되는 의무기록을 통해 성별,연령,진단명(경색,출 ),유병기간,

흡연력,음주력 수술력(유,무),질병력(유,무)의 일반 특성을 악하 다.

2)연하기능 연하시 통증 평가

연하기능은 2명의 작업치료사가 평가하 고 연하과정에서의 통증은 환자가 집 체크

하도록 하 다.

(1)연하기능

연하기능은 비디오 투시 조 검사를 통해 기능 연하곤란 척도(Functional

dysphagiascale;FDS)로 조사하 다.기능 연하곤란 척도는 비디오 투시 조 검사

과정에서 흡인 여부와 잔류 음식의 양 등 여러 가지 생리학 척도를 찰 할 수 있으

며 각 항목마다 가 치를 달리하여 수화 하 다(Songetal.,2007).총 11가지 항목

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구강기와 인두기로 분류할 수 있다.먼 ,구강기에는 입술의 폐

쇄기능,음식덩이(식괴)형성기능,구강의 잔존물과 구강 이동시간 4개 항목으로 구성

되었고 인두기에는 인두 삼킴 지연,후두상승 후두덮개 폐쇄의 지연,비강역류,후

두계곡의 잔여물과 이상동의 잔여물 정도,삼킴 후의 인두벽 코 정도,인두 이동 시간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각 항목별 가 치를 다르게 용함으로써 구강기 28 ,인

두기 72 ,총 100 만 으로 하 으며 100 에 가까울수록,척도의 수가 높을수록

연하 기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Table2). 재 ,후에 비디오 투시 조 검사를 통해

기능 연하곤란 척도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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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Thefunctionaldysphagiascalebasedonvideofluoroscopicstudy

Factor(Totalscore) Status Score

Lipclosure(10) Intact

Inadequate

None

0

5

10

Bolusformation(6) Intact

Inadequate

None

0

3

6

Residueinoralcavity(6) None

≤10%

10∼50%

>50%

0

2

4

6

Oraltransittime(6) ≤1.5sec

>1.5sec

0

6

Oralphase (28) Subtotal 28

Triggeringofpharyngealswallow (10) Normal

Delayed

0

10

Laryngealelevationandepiglotticclosure(12) Normal

Reduced

0

12

Nasalpenetration(12) None

≤10%

10∼50%

>50%

0

4

8

12

Residueinvalleculae(12) None

≤10%

10∼50%

>50%

0

4

8

12

Residueinpyriform sinuses(12) None

≤10%

10∼50%

>50%

0

4

8

12

Coationofpharyngealwallafterswallow (10) No

Yes

0

10

Pharyngealtransittime(4) ≤1.0sesc

>1.0sec

0

4

Pharyngealphase(72) Subtotal 72

Total (100)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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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하 시 통증

연하 시 통증은 메뉴버를 수행 한 후에 상자들에게 연하 시 통증 정도를 표시하거

나 구두로 표 하도록 지시하여 수행 ,후의 변화를 시각 통증 척도(Visualanalogue

scale;VAS)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시각 비율 척도는 흔히 사용되는 통증 척도 방

법으로 통증의 유무,강도,발생빈도 지속시간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평가방법이다

(Kim,2010). 재 ,후 -유지 메뉴버와 멘델슨 메뉴버를 용하여 삼킬 때 주

으로 느껴지는 통증이나 어려움 정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사용하 다.발병 평

상시 삼킴을 0으로 하고 10 으로 갈수록 통증의 심함을 의미한다.

Figure4.Visualanalogue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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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 분석에는 SPSS12.0을 활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 분석하 고 실험군과 조군 동질성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

을 사용하 다.연하기능은 기능 연하곤란 척도의 구강기와 인두기,총 수 변화를

비교하 는데 실험군과 조군 간 연하기능과 통증 변화 비교는 맨 휘트니 검정을 사

용하 으며 각 그룹내에서 ,후 비교는 콕슨 부호 순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통계학 유의수 은 ρ는 0.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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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결과

1.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

상자는 총 28명으로 실험군 15명, 조군 13명으로 분류하 다.남성 비율이 실험군

은 53.3% 조군은 46.2%로 두 군간 성별 차이는 없었고(p=0.705),경색형 뇌졸 이

실험군에서는 53.3% 조군은 69.2%로 두 군간 진단명에서도 차이가 없었으며

(p=0.390),질병력에서도 실험군은 73.3%, 조군은 61.5%로 차이가 없었다(p=0.505).

한 두 군 간의 연령,유병기간,흡연력 음주력 그리고 수술력과 치료사간에서도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을 확인하 다(Table2).



- 15 -

Table2.Basiccharacteristicsofsubjects

Experimental
group
(N=15)

Control
group
(N=13)

p-value

Sex Male 8(53.3) 6(46.2)
0.705

Female 7(46.7) 7(53.8)

Age(years) Under65years 10(66.7) 6(46.2)
0.274

65yearsandover 5(33.3) 7(53.8)

Dignosis Infarction 8(53.3) 9(69.2)
0.390

Hemorrhage 7(46.7) 4(30.8)

Duration Under6month 7(46.7) 8(61.5)
0.431

6monthandover 8(53.3) 5(38.5)

Lifetimesmokingexperience Yes 4(26.7) 4(30.8)
0.811

No 11(73.3) 9(69.2)

Lifetimedrinkingexperience Yes 10(66.7) 7(53.8)
0.488

No 5(33.3) 6(46.2)

Operationhistory Yes 3(20.0) 6(46.2)
0.139

No 12(80.0) 7(53.8)

Diseasehistory Yes 11(73.3) 8(61.5)
0.505

No 4(26.7) 5(38.5)

Therapist A 11(73.3) 9(69.2)
0.811

B 4(26.7) 4(30.8)

Dataareexpresseda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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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하기능 수 변화

1)구강기 연하기능 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8주간 재 ,후 구강기에서의 기능 연하곤란 척도 수 변화

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구강기 기능 연하곤란 척도를 살펴보면 사 은 4.6±3.0이었

고 사후는 3.0±3.4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ρ=0.006). 조군에서 사 은 5.5±3.2이었고

사후는 4.4±2.8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ρ=0.020).그러나 사 수,사후 수 차

이 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ρ≥0.05;Table3).

Table3.Comparisonoffunctionaldysphagiascalechangesinoralphasebeforeor

afterinterventionbetweengroups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p-value

Pre 4.6±3.0 5.5±3.2 0.433

Post 3.0±3.4 4.4±2.8 0.113

Difference
(Pre-Post)

1.6±1.5 1.2±1.5 0.331

p-value 0.006 0.020

Dataareexpressedas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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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두기 연하기능 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8주간 재 ,후 인두기에서의 기능 연하곤란 척도 수 변화

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인두기 기능 연하곤란 척도를 살펴보면 사 은 29.2±12.5이

었고 사후는 20.4±10.9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ρ=0.001). 조군에서 사 은 32.6±14.3

이었고 사후는 24.8±13.3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ρ=0.001).그러나 사 수,사후

수 차이 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ρ≥0.05;Table4).

Table4.Comparisonoffunctionaldysphagiascalechangesinpharyngealphasebefore

orafterinterventionbetweengroups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p-value

Pre 29.2±12.5 32.6±14.3 0.711

Post 20.4±10.9 24.8±13.3 0.546

Difference
(Pre-Post)

8.8±5.5 7.9±5.7 0.469

p-value 0.001 0.001

Dataareexpressedas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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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하기능 총 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8주간 재 ,후 기능 연하곤란 척도 총 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기능 연하곤란 척도 총 수를 살펴보면 사 은 33.8±13.1이었고 사후

는 23.4±11.8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ρ=0.001). 조군에서 사 은 38.2±15.7이었고 사

후는 29.2±14.7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ρ=0.001).그러나 사 수,사후 수 차

이 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ρ≥0.05;Table5).

Table5.Comparisonofchangesoftotalfunctionaldysphagiascalebeforeorafter

interventionbetweengroups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p-value

Pre 33.8±13.1 38.2±15.7 0.419

Post 23.4±11.8 29.2±14.7 0.278

Difference
(Pre-Post)

10.4±5.0 9.0±5.9 0.276

p-value 0.001 0.001

Dataareexpressedas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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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하 시 통증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8주간 재 ,후 통증 정도를 비교한 시각 비율 척도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군에서 사 은 7.3±1.1이었고 사후는 4.9±0.8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ρ

=0.001). 조군에서 사 은 6.6±1.1이었고 사후는 4.7±0.9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ρ

=0.001).그러나 사 통증과 사후 통증 통증 정도 차이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ρ≥0.05;Table6).

Table6.Comparisonofchangesinvisualanaloguescalebeforeorafterintervention

betweengroups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P-value

Pre 7.3±1.1 6.6±1.1 0.164

Post 4.9±0.8 4.7±0.9 0.675

Difference
(Pre-Post) 2.4±0.9 1.9±0.8 0.199

P-value 0.001 0.001

Dataareexpressedas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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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고 찰

지 까지의 -유지 메뉴버의 사례연구에서는 -유지 메뉴버를 항운동으로 활용

하여 삼킴 련 근육들의 근 활성도 변화를 분석하 다(Ohetal.,2012;Wooetal.,

2014).그러나 생체역학 변화와 표면근 도 방법으로만 분석하여 연하과정에서의 기

능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 을 보

완하여 뇌졸 으로 인한 연하장애 환자들을 상으로 하루 30분씩 주 5회 8주간 총 40

회기에 걸쳐 -유지 메뉴버를 용하 고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멘델슨

메뉴버와의 비교를 통하여 기능 연하곤란 척도를 분석함으로써 연하기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 8주간의 -유지 메뉴버 시행 후 기능 연하곤란 척도 총 수가

33.8±13.1에서 23.4±11.8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ρ=0.001).이는 -유지 메뉴버를 항

운동으로 활용하여 4주 동안의 규칙 인 운동이 삼킴의 생체역학 변화를 가져오는지

평가한 Ohetal(201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그러나 8주간의 -유지 메뉴

버 사용 후 삼킴에 작용하는 설골상근(suprahyoid muscles)과 설골하근(infrahyoid

muscles)의 근 활성도가 증가한 Wooetal(2014)의 연구와 유사하게 -유지 메뉴버를

사용 후 삼킴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통상 으로 6주 이상의 훈련 기간이 지

나야 신경학 변화를 기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Kisner& Colby,2007;Kim

etal.,2009),Ohetal(2012)연구에서 4주 동안의 진행과정은 신경학 변화를 기 하

기에는 짧은 시간이며 본 연구기간이 8주라는 을 감안해 결과에 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향후 -유지 메뉴버의 치료 기간에 따른 연하기능 변화를 악한다

면 재활치료 기간에 따른 치료 효과를 악 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총 연하기능 수뿐 아니라,구강기와 인두기의 연하기능도 -유지 메뉴버 시행 후

향상되었다.구강기에서의 구강안면 근력운동이 연하기능과 반 인 구강안면 근력을

향상시켜 다는 Kangetal(2013)의 연구와 일치하며 인두기에서의 연하기능 향상은

연하장애 재활치료 과정 후 구강 통과 시간과 인두 지연 시간,인두 통과 시간 단축은

식이 도 변화가 가져오는 연하기능 향상에 향을 미친다는 Hanetal(2001)의 연구

와 일치한다. 한 고유수용성 신경근 진법이 인두 통과 시간과 잔여물 지수의 감소

를 보여 뇌졸 환자의 연하기능에 효과 인 운동 로그램이라는 것을 설명해 Noh

& Kim(201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기능 연하곤란 척도의 수 변화뿐만 아니라 메뉴버 수행의 통증 정도 변화를 알아

보기 해 사용된 시각 비율척도의 변화에서도 실험군은 7.3±1.1에서 4.9±0.8로 유의

하게 감소하 다(ρ=0.001). -유지 메뉴버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 보다 후반으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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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주 으로 느끼는 어려움,통증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고 Wooetal(2014)

의 연구와 일치한다.이는 항운동을 통한 치료 재 과정 후 삼킴 반응이 강화되

어 기능 삼킴의 증진과 식이의 정도가 상승한 결과로 근 활성화가 삼킴 어려움 완화

를 비롯한 음식 삼킴 속도 향상과 연하기능 향상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Beaketal,2011;Yoon& Sung,2013). 한 뇌졸 환자의 통증은 정신건강이나 삶

의 질을 하는 요한 인자로,연하재활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 한다면,연하기능

뿐 아니라 환자의 반 인 삶의 질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Kang

etal.,2005;Leeetal.,2010;Lee,& Choi,2013).

연하작용은 음식을 구강에서 인두를 거쳐 식도로 옮기는 복잡한 과정이자 응 과정

이며 두엽의 운동피질 바로 앞에 치한 연하 추에서 시작된다.연수연하 추는 뇌

신경 Ⅴ,Ⅶ,Ⅹ,Ⅻ을 자격시켜 구강 인두,후두의 근육을 수축시켜 연하작용을 일

으킨다(Kirshner,1989;Jaradeh,1994;Chonetal.,1996).삼킴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음식의 비강역류를 막기 해 연구개가 상승하여 후인두벽과 함으로써 비강인두를

폐쇄한다. 한 음식이 입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해 의 기 부는 뒤쪽으로 당겨

지고 인두벽은 의 기 부 쪽으로 수축된다(Songetal.,2007;Logemann,2007). -

유지 메뉴버는 끝을 고정시켜 물고 있음으로 기 부 근육의 앞쪽 지 을 고정시

켜 인두 근육들이 기 부를 향해 효과 으로 수축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는 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힘껏 삼킴을 하도록 하면 인두벽이 좀 더 앞쪽으로 당겨지는 효과

가 있다고 보고되었다(Fujis,1996).이는 상부 인두 조임근의 수축에 의해 강화되며

이 압력은 음식물이 식도로 이동하는데 도움을 다(Songetal.,2007).

본 연구에서는 -유지 메뉴버뿐 아니라 멘델슨 메뉴버를 시행한 조군에서도 연하

기능,통증이 유의하게 호 되었다(ρ<0.05).이는 멘델슨 메뉴버를 사용한 구강인두 자

극 로그램을 발병기간 6개월 미만,인지기능 정상인 집단에 용한 Wooetal(2009)

의 연구와 일치하며 Lee& Kim(2010)의 멘델슨 메뉴버와 기 자극치료의 효과를 비

교한 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멘델슨 메뉴버는 삼키는 동안 후두와 설골의 자발 인 움

직임을 증가시키도록 하여 상부식도 약근의 개방시간과 범 를 확장시킨다

(Logemann,2008).이는 후두가 최 로 올라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인두 수축력과 기

도 폐쇄 기능을 향상시켜 연하기능을 호 시킨다는 것으로 단된다(Bodenetal,

2006;Logemann,2007).

본 연구에서 -유지 메뉴버 수행시 연하기능과 통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향상

정도는 재활치료법인 멘델슨 메뉴버와 차이는 없었다.본 연구에서는 -유지 메뉴버

와 멘델슨 메뉴버 모두 치료사가 8주간 같이 진행을 했으나,멘델슨 메뉴버는 환자 혼

자서 시행 방법을 인지하거나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치료사에 의해 수동 으로 사

용된 반면, -유지 메뉴버는 방법을 습득한 후에는 어느 곳에서나 자가 수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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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따라서 향후 메뉴버 수행의 용이성 순응도 등을 고려한 상태에서 연하재활

치료의 효과를 평가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일부 뇌졸 환자 28명을 상으로 하 기에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기 어려우며 환자들에게 연하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치료사가

개입하 고 이로 인해 환자 연하기능 상태에 따라 치료사의 근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그러나 사 회의 표 지침 공유를 통해 최 한 치료사간의 변이를

이기 해 노력하 다. 한 식이별로 나눠 세분하게 측정하지 못해 식이종류에 따른

삼킴 기능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식이 종류에 따라 흡

인의 가능성과 잔여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 식이를 세분화하여 구강기,인두기

세부항목별 연하기능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하지만 연하장애 환자들

을 상으로 진행하여 메뉴버의 효과를 객 으로 확인 가능하 고 연하기능을 생체

역학 변화와 근 활성도 변화로만 분석하 던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연하기능을 분석

할 수 있는 기능 연하곤란 척도를 사용하여 재 ,후의 연하기능 변화를 분석하

여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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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요약

본 연구는 G 역시 소재 두 개 재활병원에 뇌졸 으로 입원한 환자 진단받은 날

로부터 1년 미만인 연하장애 환자 28명을 상으로 -유지 메뉴버가 뇌졸 환자의

연하기능이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무작 할당을 통해 실험군과 조

군으로 분류하여 실험군에는 -유지 메뉴버를, 조군에서는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멘델슨 메뉴버를 시행하며 양군 모두 통 연하재활치료를 기본으로 용하

다.실험군과 조군 모두 작업치료실내 연하장애 재활치료실에서 하루 30분씩 주 5회,

8주간 총 40회 진행하 으며,실험군과 조군에게 시행되는 재활치료,연하검사 등은

뇌졸 환자의 치료와 리를 해 통상 인 진료하에서 진행되는 검사 치료법으로

본 연구를 해서 추가 으로 시행되는 검사나 처치는 없었고 연하기능 정도 변화와

메뉴버 수행 ,후로 주 으로 느껴지는 통증이나 어려움 정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 구강기 연하기능 ,후 차이는 실험군 사 4.6±3.0에서 사후 3.0±3.4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ρ=0.006) 조군 사 5.5±3.2에서 사후 4.4±2.8로 감소하 다(ρ

=0.020).인두기 연하기능 ,후 차이는 실험군 사 29.2±12.5에서 사후 20.4±10.9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ρ=0.001) 조군 사 32.6±14.3에서 사후 24.8±13.3으로 감소하

다(ρ=0.001). 한,연하기능 총 수 변화는 실험군 사 33.8±13.1에서 사후 23.4±11.8

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ρ=0.001) 조군 사 38.2±15.7에서 사후 29.2±14.7로 감소하

다(ρ=0.001).연하 시 통증 변화는 실험군 사 7.3±1.1에서 사후 4.9±0.8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ρ=0.001) 조군 사 6.6±1.1에서 사후 1.9±0.8로 감소하 다(ρ=0.001).

결론 으로 실험군과 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유지 메뉴버를 통해서

연하기능 ,후의 구강기,인두기,총 수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었고 수

행의 통증도 유의하게 감소하 다.향후 연구에서는 메뉴버 방법 습득 후 자가로 수행

이 용이한 -유지 메뉴버 수행의 용이성과 순응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사 식이를 세분화하여 구강기,인두기 세부항목별 연하기능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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