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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한 구강안면 운동 로그램이 
삼킴장애가 있는 성 뇌졸  환자의 삼킴기능과 

 근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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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구강안면 운동 로그램이 삼킴장애가 있는 성 뇌졸  환자의 삼킴기능

과  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삼킴장애가 있는 성 뇌졸  환자 16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에 참가한 모든 상자들은 실험군과 조군으로 8명씩 무작  배정되었다. 두 그룹의 상자들은 4주간 

주 5회, 하루 30분의 보편 인 삼킴장애 치료를 받았다. 실험군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구강안면 운동 로그램을 보

호자의 감독 하에 추가 으로 30분씩 더 수행하 다. 결과측정은 흡인-침습 척도, 후두계곡 잔여물, 조롱박오목 잔

여물, 의 최  등척성 압력을 측정하 다. 연구 결과, 두 그룹은 재 과 후에 모든 평가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p<.05). 두 그룹 간 변화량 비교에서 실험군은 조군보다 후두계곡 잔여물과 의 최  등척성 압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p<.05). 스마트폰을 사용한 구강안면 운동 로그램은 삼킴장애가 있는 성 뇌졸  환자의 

인두 내 잔여물 감소와  근력 향상에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재방법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orofacial exercise program using smart phone on swallowing function and tongue strength in acute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This study participated in sixteen acute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All subjects allocated that randomized each eight 

patients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Subjects of both group received to conventional dysphagia therapy during 30 min/day, 5 times per week, for 

4 weeks.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additionally that orofacial exercise program using smart phone, supervised under caregivers, during 30 min/day. 

The outcome measures were the IOPI(: 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 VR(: Vellecula Residue), PSR(: Pyriform Sinuses Residue), MIP(: Maximum 

Isometric Pressures). In results of study. Both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after intervention in all assessments(p<.05). In comparison of 

change score between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than control group in PSR and MIP(p<.05). Orofacial exercise 

program using smart phone suggested that expected to positive effects the reduction of residue in pharynx and improvements of tongue strength in acute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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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삼킴장애(dysphagia)는 음식이 구강(oral cavity)에

서 (stomach)로 이동하는 과정 동안에 나타나는 문

제를 말한다[1]. 뇌졸  후 삼킴장애는 25~63%까지 

보고되었다[1-3]. 뇌졸  후 구강인두 삼킴장애

(oropharyngeal dysphagia) 환자들의 주요한 증상은 

, 인두(pharynx), 입술, 볼, 작근의 약화와 기능장

애이다[2]. 이러한 기능장애는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 양실조, 탈수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

며,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3]. 

를 포함한 구강 주변 근육들의 조화로운 움직임

은 말하기, 얼굴 표 , 삼킴에 필수 이다[4-6]. 볼과 

입술, 를 통틀어 구강안면(orofacial)이라고 하며[4], 

구강안면 근육들의 근력이 강할수록 작과 삼킴이 

안 하고 효율 으로 나타난다[5]. 뇌졸 으로 인한 

구강안면 근육의 감각  운동 능력의 감소는 삼킴 

후 와 구강 내 고랑(sulcus)에 음식물이 남게 되거

나 구강이동시간(oral transit time)을 지연시킨다[6].

구강안면 운동은 , 입술, 얼굴, 작과 련된 근

육들의 근력과 가동범 (range of motion)를 증진

시키고 구강과 인두이동시간(pharyngeal transit time)

이 지연된 환자들에게 도움을  수 있다[4-6]. 한 

구강안면 운동은 의 움직임이 감소되었거나 구강안

면의 감각과 응이 하된 환자, 음식을 조 하는 능

력이 감소된 환자에게도 사용된다[7].

임상환경에서 재활치료는 치료비용에 한 부담과 

시간  제약[8], 그리고 장소에 따른 불편을 단 으로 

갖고 있다[9].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기 해 생겨난 

방법이 원격재활이다. 재활치료실에서 뿐만 아니라 가

정 는 병실에서 원격 재활치료를 하게 될 경우 

에서 언 한 단 들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10]. 원격재활은 기계  장치와 통신망을 통하여 

가상 실을 구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질환에서 원격

재활을 통한 임상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증명하 다

[11-13]. 하지만 원격재활에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와 

통신망, 가상 실 구 기기는 고가인 단 이 있다[13].  

한민국 국민이 부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내장형 가속도 센서,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기술 등과 

인터넷 근이 쉽다는 특징들이 있어 의학 분야에서

도 용이 된다[14].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 은 휴

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이다. 

스마트폰에 한 연구들은 다양한 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14-16], 재활 역에서도 스마트폰

을 사용한 평가  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17-19]. 스마트폰은 다양한 의료 역에서 진단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교육과 치료에 용되는 등 

효용성이 증가하고 있다[17-20].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강안면 운동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무하다. 한 뇌졸  환자를 상으

로 와 턱, 입술, 볼의 훈련을 통한 삼킴기능,  근

력을 알아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4]. 그러므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구강안면 운동 로그램이 

삼킴장애가 있는 성 뇌졸  환자의 삼킴기능과  

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천에 

치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삼킴장애 치료를 받는 

뇌졸  환자 16명을 상으로 하 다. 선정기 은 1) 

뇌졸  발병 1개월 이하인 자, 2) 비디오 투시 조 검

사를 통한 삼킴장애가 확인된 자, 3) 

K-MMSE(Korea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21  이상으로 본 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자로 하

다. 제외기 은 구강안면 운동 동안 불편함을 호소하

는 자로 하 다. 연구에 참가한 상자들은 서면 동의

를 하 으며, 연구 차에 한 자발 인 동의 후에 실

험을 진행하 다. 

2.2 평가측정

(1) 침습-흡인 척도 (Penetration-Aspiration scale : 

PAS)

침습-흡인 척도는 삼킴 시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

를 통하여 침습  흡인의 정도를 구별하기 하여 

개발된 평가이다. 음식물의 기도 유입 여부에 따라 

1~8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정상삼킴이며, 8단계는 

무증상 흡인으로 가장 삼킴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침습-흡인 척도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매

우 높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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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this study

(2) 후두계곡의 잔여물(Vallecula residue : VR)

후두계곡 잔여물의 측정은 비디오 투시조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검사는 1명의 재활의학과 의사와 

작업치료사가 함께 진행한다. 후두계곡의 잔여물은 

1~4등 으로 구분하며, 등 이 올라갈수록 후두계곡의 

잔여물이 많음을 의미한다. 1은 잔여물이 없는 경우, 

2는 25% 이하, 3은 25~50%, 4는 50% 이상을 의미한

다[22]. 

(3) 조롱박오목의 잔여물(Pyriform sinuses residue 

: PRS)

조롱박오목 잔여물의 측정은 비디오 투시조  검사

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조롱박오목의 잔여물은 1~4등

으로 구분하며, 등 이 올라갈수록 잔여물이 많음을 

의미한다. 1은 잔여물이 없는 경우, 2는 25% 이하, 3

은 25~50%, 4는 50% 이상을 의미한다[22].

(4)  최  등척성 압력(Maximum Isometric 

Pressures : MIP)

상자들의  근력을 평가하기 해 아이오와 구

강 수행 기구(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를 

사용하 다. 이 기구는  공기 벌 (tongue air bulb)

와 연결 튜 (connecting tube), 데이터 출력 단자, 압

력 단자 등이 있어서 로 공기 벌 를 를 때의 압

력 측정이 가능하다. 아이오와 구강 수행 기 는 최고

값 표시 기능과 수축 경과 시간의 시작  멈춤 기능

이 있다. 이 기구의 평가자 내 신뢰도는 .76~0.99 이다

[23].

2.3 연구 차

16명의 상자들은 실험군과 조군으로 각각 10명

씩 무작  배정되었다. 두 그룹의 상자들은 입원치

료 일정에 따라 4주간 주 5회, 하루 30분의 보편 인 

삼킴장애 치료를 받았다. 실험군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구강안면 운동 훈련 로그램을 30분 더 추가 으로 

수행하 다(그림 1). 모든 상자들은 입원치료 일정

에 따라 작업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작업치료와 

물리치료는 보편 으로 이루어지는 재를 받았다. 실

험 동안 상자들은 담당 작업치료사가 리ㆍ감독 

하 다.

2.4 구강안면 운동 로그램

구강안면 운동 로그램은 총 15가지의 운동으로 

입 크게 벌리기, 입 벌리고 턱 좌/우로 움직이기, 입 

벌리고 턱 앞/뒤로 움직이기, 미소짓기, 좌/우로 입 꼬

리 올리기, 입술 내 기, 입술 빨아들이고 튕기기, 투

질하기,  내 기,  내 고 좌/우로 움직이기, 

로 볼 사탕 만들기, 로 잇몸 쓸기, 볼 부풀리기, 볼 

빨아들이기, 볼 한쪽씩 부풀리기의 순서로 구성하

다. 실험군의 상자들은 제작된 구강안면 운동 상

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병실에서 상을 보면서 

같이 수행하 다(그림 2). 실험군은 재활치료가 끝난 

후 녁 식사 후와 잠들기  15분씩, 총 30분 동안 

구강안면 운동을 수행하 다. 병실에서 진행된 구강안

면 훈련은 보호자의 감독 하에 진행되었다. 

2.5 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1(: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을 사용하 다. 두 그룹 상자들

의 일반  특성을 비교하기 하여 만 휘트니 U 검

정(Mann-whitney U test)과 카이제곱 검정

(Chi-square test)을 수행하 다. 그룹 내의 비교를 

하여 콕슨 부호 순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 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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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폰을 사용한 구강안면 운동
Fig. 2 Orofacial exercise using smart phone

표 1. 상자들의 일반  특성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perimental group (n=8) Control group (n=8) p

Age (year), mean±SD 67.63±5.42 67.25±5.21 .752

Sex, n (%)

.614- Man 5(62.5) 4(50)

- Woman 3(37.5) 4(50)

Lesion side, n (%)

.614- Right side 3(37.5) 4(50)

- Left side 5(62.5) 4(50)

Lesion type, n (%)

.590- Ischemic 6(75) 5(62.5)

- Hemorrhagic 2(25) 3(37.5)

Lesion location, n (%)

.614- Supratentorial 5(62.5) 4(50)

- Infratentorial 3(37.5) 4(50)

Onset period (day), mean±SD 19.13±8.10 18.13±8.77 .752

K-MMSE, mean±SD 24.13±3.04 24.88±2.75 .594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1)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만 휘트니 

U 검정을 실시하 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2).   

 










      
                (2)  

통계학  유의수 은 .05로 설정하 다.

Ⅲ. 결 과

두 그룹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은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5)[표 1]. 재  두 그룹은 흡인-침습 

척도, 후두계곡 잔여물, 조롱박오목 잔여물,  최  

등척성 압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룹 

내 비교에서 실험군과 조군은 흡인-침습 척도, 후두

계곡 잔여물, 조롱박오목 잔여물,  최  등척성 압

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p<.05)[표 2]. 두 그룹 

사이의 변화량 비교에서 실험군은 조군보다 조롱박

오목 잔여물과  최  등척성 압력에서 유의한 향상

을 보 다(p<.05)[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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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그룹 내 재 과 후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pre and post-assessment within groups

Experimental group (n=8) Control group (n=8)

Pre Post
p

Pre Post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PAS 5.88±1.73 2.63±1.19 .010 5.75±1.83 3.38±1.30 .011

VR 2.25±0.46 1.25±0.46 .011 2.25±0.71 1.75±0.89 .046

PSR 3.00±0.76 1.25±0.89 .010 2.88±0.99 2.00±0.76 .035

MIP 34.25±5.87 46.00±6.19 .011 33.63±5.76 37.38±6.38 .027

PAS: penetration aspiration scale; VR: valleculae residue; PSR: pyriform sinuses residue; MIP: 
maximum isometric pressure

표 3. 그룹 간 변화량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change score between groups 

Experimental group (n=8) Control group (n=8)
p

Mean±SD Mean±SD

PAS -3.25±0.71 -2.38±1.19 .113

VR -1.00±0.53 -0.50±0.53 .085

PSR -1.75±0.71 -0.88±0.83 .034

MIP 11.75±1.91 3.75±3.54 .001

PAS: penetration aspiration scale; VR: valleculae residue; PSR: pyriform sinuses residue; MIP: 
maximum isometric pressure

Ⅳ. 고찰

스마트폰은 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사용하는 

자통신 기기이다. 최근, 재활 역에서도 스마트폰 사

용이 확 고 있지만[14-20], 스마트폰을 사용한 구

강안면 운동에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구강안면 운동 로그램이 삼킴장

애가 있는 성 뇌졸  환자의 삼킴기능과  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자 하 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재 과 후로 흡인-침습 척도, 후두계곡 잔여물, 조

롱박오목 잔여물,  최  등척성 압력에서 유의한 향

상이 있었다. 두 그룹 간 변화량 비교에서 실험군은 

조군보다 조롱박오목 잔여물과  최  등척성 압

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강안면 운동 로그램은 크

게 턱, 입, 볼,  훈련이었다. 턱, 입, 볼,  운동  

특히, 턱과  운동은 목뿔 근의 강화에 효과 이라

고 보고되었다[24-26]. 선행연구에 의하면, 턱 열림 

운동(jaw opening exercise)은 만성 삼킴장애 환자의 

목뿔  움직임을 향상시켰으며, 목뿔 근의 근력강화

에 효과 인 운동이라 하 다[24]. 본 연구에서 수행

한 구강안면 운동  턱에 한 훈련들은 모두 턱을 

벌리고 앞, 뒤, 좌, 우로 반복 으로 운동하는 과제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턱 운동이 목뿔 근

의 강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뿔 근(suprahyoid muscle)의 근력강화운동은 목

뿔 (hyoid bone)의 방  상방의 움직임을 증가시

켜 상부식도 조임근(upper esophageal sphincter)의 

열림 기능을 향상시킨다[27]. 상부식도 조임근 열림의 

향상은 삼킴 후 조롱박오목의 잔여물을 감소시킨다

[28]. 따라서 실험군이 조롱박오목의 잔여물에서 조

군보다 유의한 향상을 보인 이유는 구강안면 운동을 

통한 턱, 입, 볼, 에 근력  기능의 증진이 목뿔

근의 근력을 증가시켜 상부식도 조임근 열림의 향상

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Yoshida(2007) 등은  운동 동안에 목뿔 근의 활

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목뿔 근 강화에  운동

이 효과 이라고 하 다[25]. Robbins(2007) 등은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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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후 삼킴장애 환자를 상으로  근력 훈련을 

통하여  근력의 증가와 인두의 잔여물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운동은 목뿔 근의 근력 향상을 이끌어 조롱박오목의 

잔여물 감소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 운동들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구강안면 

운동 로그램에서 수행한 턱과  운동은 작  

목뿔 근의 근력을 향상시켜 상부식도 조임근 열림의 

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26-27]. 

입과 볼을 구성하는 근육  입둘 근, 볼근, 상부 인

두수축근(superior pharyngeal constrictor)은 그네 근

육(sling muscle)이라고 불린다. 이 근육들은 와 함

께 작  삼킴 동안 음식에 한 압력을 제공하

여, 안 하고 효과 인 삼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29]. 따라서 본 운동 로그램에서 수행

한 입과 볼 운동은 작  구강 내 압력형성에 도움

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군은 조군과 비교하여 흡인-침습 척도와 후

두계곡의 잔여물에서 더 많은 향상을 보 으나 통계

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Kang(2013) 등은 뇌

졸  환자들에게 구강안면 운동을 실시하여 삼킴기능

과  근력의 향상을 보고하 다[4].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상자 수가 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추후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장 은 손쉽게 들고 다니며, 사용이 편

리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병실에서 추가 으로 훈련

을 했다는 이다. 환자들의 신체기능과 삶의 질

(quality of life) 향상, 그리고 재 재활 시스템의 한

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치료법과 자

통신 기기를 이용한 재  평가가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수가 

한정되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 구강운

동에 한 훈련을 수행하 지만,  근력에 한 측정

만 시행하 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환자를 상으로 구강운동 기능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구강안면 운동 로

그램이 삼킴장애가 있는 성 뇌졸  환자의 삼킴기

능과  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자 하 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재활치료가 끝난 후 스마트폰을 이용

한 추가 인 훈련은 환자의 인두 내 잔여물 감소와 

 근력에 정 인 효과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므로 휴 가 간편한 자통신기기들을 이용한 추가

인 재방법은 환자들의 기능회복을 해서 리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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