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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기 : 음식물을 인지하는 단계이다. 식욕을 느끼고 타액의 분비, 소화관의 운동 등에 연결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음식물의 인지없이 갑자기 음식이 목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삼킴반사가 약하게 

일어나거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 포식 : 입술과 앞니로 음식물을 입에 집어 넣는 단계이다. 입안 준비기에 포함해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나 환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포식능력을 별도로 구별해 둘 필요가 있다.

음식물의 인식 입에 집어넣음     저작, 음식덩이 형성     목에 내려보냄

목 통과

입안 삼킴 목

식도

식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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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 준비기 : 저작 단계이다. 음식물을 부수고, 타액과 혼합해서 삼키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는 중

요한 과정이다. 입 가운데에서 연하식을 만드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  입안 삼키기(구강기)  : 혀가 구개를 단단히 밀어 올리면서 식괴가 뒤쪽에 있는 목으로 내려 보내지

는 단계이다.

• 인두기 : 연하반사 그 자체로서 음식물을 목에서 식도로 일순간에 운반하는 단계이다. 연구개가 움

직여 비인강을 폐쇄한 후 설골이 전상방으로 움직일 때 갑상연골과 윤상연골이 함께 전상방으로 

움직인다. 이와 동시에 윤상인두근이 이완되기 때문에 식도 입구가 열리며 후두개가 뒤집어지면서 

후두를 폐쇄하고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게 되는 단계이다.

• 식도기 : 식도 입구부를 통과한 음식덩이가 식도에 들어가면 연동운동이 일어나서 위로 운반되는 

단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음식물의 인지

② 입에 집어 넣음(포식)

③ 저작과 음식덩이 형성

④ 목에 내려 보냄

⑤ 목 통과, 식도로 내려보냄 : 삼킴반사

⑥ 식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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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를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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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레듬 : 어떤 음식에 사레드는가? 먹기 시작하자마자 사레드는가? 피로하면 사레드는가?

•가래, 기침 : 식사중이나 식후에 기침이 많은가? 밤중에 많은가?

•가래의 성상, 가래양 : 음식물이 남지 않는가? 식사를 하면서 양이 많아지는가?

•목 이상감, 음식물의 잔류감 : 부위는 어디인가?

•삼키기 곤란감 : 음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목소리 : 식후에 목소리의 변화는 없는가? 쉰소리가 나는가?

•식욕저하 : 사래들고 괴로워서 먹을 수 없을 때 삼킴장애가 원인일 수 있다. 

•식사내용의 변화 : 넘기기 좋은 것만 고르는 것은 아닌가?

•식사시간의 연장 : 입안에 음식을 계속 물고 있다. 좀처럼 넘어가지 않는다.

•   먹는 방법의 변화 : 위로 보아야만 먹을 수 있다. 국물을 교대로 먹어야 한다. 입에서 흘러내린다.

•식사중의 피로 : 식사에 동반하여 저산소혈증은 없는가?

•입안내의 더러움 : 심한 치석, 음식물 찌꺼기, 입냄새가 입안내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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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삼키기 검사 : 음식물이 없이 삼키는 흉내를 내게 한다. 30

초 동안 두 번 이상 할 수 있으면 정상이다. 반복 삼키기 검사를 

잘 할 수 없으면 음식이 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 물 마시기 검사 : 작은 숟가락에 담긴 물(3cc)을 마시게 하고 문제

가 없으면 작은 컵(30cc)의 물을 마시게 한다. 5초 내에 사레 들지 

않고 삼킬 수 있으면 정상이다. 할 수 없으면 삼킴장애를 의심해

야 한다.

• 핏속 산소량 검사 : 음식을 먹으면서 기계를 이용하여 핏속의 산소량을 퍼센트로 표시한다. 90% 이

하이거나 음식을 먹기 전보다 3% 이상 낮아지면 음식 먹기를 중지하여야 한다.

•소리 듣기 : 음식을 먹을 때의 숨소리, 삼키는 소리를 들어서 검사한다.

•삼킴반사 일으키기 : 삼킴반사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를 검사한다.

• 목 두 번 사진찍기 : 약품을 한 입 삼키게 하고 3번 더 삼키게 한 후 앞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다. 음식물이 목에 남아있는 지를 보는데 매우 편리한 검사이다.

• 색이 있는 약물을 이용한 검사 : 목에 호흡을 위한 구멍이 있는 환자에게 입안에 색이 있는 약물을 

넣고 구멍으로 같은 색의 액체가 나오는 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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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투시검사는 X-선 투시하에 조영제를 마시면서 입안과 목, 식도의 움직임과 구조의 이상이나 

음식덩이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삼킴장애에 대한 보조적 진단법 가운데 가장 유용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검사법이다.

• 음식덩이의 움직임(좌우측으로의 통과여부, 남아있는 음식물의 유무, 남아있는 음식물의 정도, 남

아있는 음식물이 고이는 부위)의 관찰

• 삼킴관련기관의 움직임, 구조의 이상(혀, 연구개, 후두, 식도 입구부 등)을 관찰

• 폐로 음식이 넘어가는 것의 유무, 폐로 음식이 넘어가는 것의 정도 및 원인의 관찰

• 훈련 및 수술 효과의 판정

• 삼킴장애 치료 및 재활의학적 수기의 효과 확인

• 폐로 음식이 넘어가는 것이나 남아있는 음식물

이 적은 체위, 음식물 형태의 결정

• 치료 방침의 결정

• 환자, 가족의 교육 및 지도

• 대체 영양법의 결정

진단적 비디오투시검사

치료적 비디오투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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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에 대한 
구성팀과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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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의학과 의사 : 전신관리, 위험인자 관리, 검사, 훈련지시, 치료 목표 및 치료 방침의 결정, 설명

• 언어치료사 : 입안기능, 기초훈련, 섭식훈련, 구음훈련, 고위뇌기능 평가와 치료

• 물리치료사 : 경부체간 근력강화 운동, 체력 향상, 일반운동요법, 호흡재활

• 작업치료사 : 국내에서는 주로 작업치료사가 역할을 한다.

• 간호사 : 활력징후, 약물투여, 주사, 경관영양, 기관절개관 관리, 입안관리, 섭식삼킴훈련, 정신적 지

지, 가족지도

•  간호조무사 : 입안관리, 섭식수발

• 가족 : 입안관리, 섭식수발, 정신적 지지 

• 영양사 : 식사공급 및 영양관리, 식사제조법 설명 및 교육

•  치과의사 : 충치, 치주병관리, 의치의 조정 등

• 방사선사 : 비디오투시검사 

• 사회복지사 : 환경조정, 관계조정, 사회자원 소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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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치료에 대한 
개략적 흐름도

뇌졸중 후 삼킴장애의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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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식이 및 치료 조정

비디오투시검사

식이조절 및 
삼킴장애치료

반복비디오투시검사

비디오투시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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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호흡을 한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쉰다.

오른쪽 왼쪽

② 고개를 돌린다. ③ 고개를 기울인다.

④ 어깨의 상하 운동을 한다. ⑤ 몸을 뻗는다. ⑥ 뺨을 부풀리고 빨아들인다.(2·3회)

⑦  혀로 좌우의 입꼬리
   (구각)를 건드린다.

⑨  “파파파파, 라라라라, 가가가가”라고 천천히 말한다. ⑩  심호흡을 한다.

혀를 내밀고, 
당긴다.(2·3회)

⑧  크게 숨을 들여마시고, 멈추고, 
    셋을 센 후에 뱉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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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투시검사의 결과에 따라 환자 개개인의 음식물의 끈끈한 정도를 결정한다.

• 삼킴장애 초기 : 점도가 높은 음식이 안전하다.

•  삼킴기능 향상에 따라 정상식이까지 조절가능하다.

삼킴장애의 치료는 삼킴 곤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삼킴기능의 저하를 보상 혹

은 삼킴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행한다.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

입안 위생 유지

삼킴의 적절한 자세 교육

영양상태 유지 및 탈수 방지

전반적인 삼킴치료

식이변형

희망농도

쥬스 농도 꿀 농도 요플레 농도

아주 묽음 1~2큰술 2~3큰술 3~4큰술

약간 묽음 1작은술 1½~2작은술 2작은술~1큰술

농도 조절을 위한 점증제 사용양

* 액체 100cc당(큰술 Tsp, 작은술 t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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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당기기(chin-tuck position) •머리 돌리기

•머리 기울이기

●●●  기도보호를 위한 기법

•        상부 성문 삼킴법 : 깊이 숨을 들여마시고 숨을 멈춘 후 음식물을 삼키는 동안에 계속해서 숨을    

참고 음식물을 삼킨 후 기침을 한다.

•신전 상부 성문 삼킴법 

•강조 상부 성문 삼킴법

●●●  음식물의 통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

•노력 삼킴법                  •멘델슨 기법

●●●  자세의 변화를 이용한 방법

보상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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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의 근육 및 구강기에 작용하는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 관절 범위 운동, 조화 운동 등은 하루에 

5~10회 정도 실시한다. 그 밖에 삼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체 되먹이기(biofeedback)법을 이용

할 수도 있다.

●●●  삼킴 근육의 강화 운동

입술 강화운동, 혀의 근육 강화 운동, 혀 물고 마른 삼킴운동, 호흡근 강화운동 등

●●●  촉진기법

전기 자극법, 심부 목 신경근육 자극법 등

일반적으로 삼킴장애 환자에서 널리 행해지지는 않는다. 일부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  윤상인두근 절개술 

목과 식도 사이의 괄약근을 절개함으로써 괄약근의 압력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나 아직 효과가 확실

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에는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하여 이 수술을 대체하기도 한다.

●●●  만성 흡인을 위한 수술

보통 폐로 음식이 넘어가는 급성기에는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나 만

성적인 폐로 음식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전한 입안 섭취와 발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는 기관절제술(laryngectomy)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운동 및 촉진기법

수술적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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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입니다.

•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질환을 총칭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대구경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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