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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치매환자의 삼킴장애 중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치매환자의 특성에 따른 중재 
접근법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주요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CINAHL, Cochrane CENTRAL, PsycINFO, PubMed, Science Direct
를 사용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발표된 문헌을 수집하였다. 검색어는‘Dementia’, 
‘Alzheimer disease’, ‘Deglutition disorder’, ‘Swallowing disorder’, ‘Dysphagia’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5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결과 : 중등도-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편 포함되었다. 
중재 유형은 교정적 중재가 1편, 보상적 중재가 3편, 포괄적 중재가 1편이었다. 중등도-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행동 및 심리관리를 포함한 보상적 중재가 사용되었다.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는 경관식이에 
대한 교정적, 보상적 중재 및 다학제적 중재를 포함한 포괄적 중재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중재 방법은 삼킴능력과 관련된 결과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의 진행단계에 따라 중재의 목적과 중재 요소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삼킴장애 중재는 치매환자의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개인화된 중재를 시행했을 때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환자의 삼킴장애를 위한 효과적 중재 설계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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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삼킴 기능은 정상인
의 삼킴 기능보다 저하되어있으며 치매환자의 40~50%
는 삼킴장애를 호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Easterling & 
Robbins, 2008). 삼킴장애는 치매환자들의 주요 건강관
리 문제 중 하나이며 삼킴장애로 인한 음식 섭취의 어려
움은 치매환자에게 영양실조와 폐렴 및 패혈증, 탈수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Paranji et al., 2017). 치매환
자는 정상인에 비해 입원률이 10배 가량 높았는데 그 
이유는 음식 섭취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탈수, 
폐렴 때문이었다(Natalwala et al., 2008). 이렇듯 치매
환자의 삼킴장애는 영양실조와 탈수, 흡인성 폐렴 
및 사망까지도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Rogus-Pulia et al., 2015). 이러한 이유로 치매환자의 
폐렴 예방과 영양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삼킴장애 중재
에 대한 연구는 작업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
고 있다.

삼킴장애 중재에 관한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Abdelhamid 등(2016)은 메타분석을 통해 치매환자의 
음식 및 수분 섭취를 위한 중재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
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재 접근법들을 
경구영양보충, 식이변경, 삼킴장애 관리, 식사 시 도움 
및 사회적 지지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경구영양보충은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
으나 그 외 4가지 영역의 중재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
이 상이한 결과를 보여 중재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였
다. 해당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들의 치매진단 유형과 진행
단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뽑았다
(Abdelhamid et al., 2016). 또한 Arahata 등(2017)의 
선행연구 또한 해당 연구결과에서 삼킴장애 중재의 효
과크기가 미비하게 나온 원인으로 연구대상자들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치매환자의 삼킴장애는 치매진단 유형 및 치매 진
행단계에 따라 상이한 증상을 보인다(Easterling & 

Robbins, 2008; Kai et al., 2015).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감각수용 저하로 인해 삼킴의 촉발이 지연되
며 혈관성 치매는 운동장애로 인해 턱과 혀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음식덩이 형성에 어려움을 가진다. 전측두엽 
치매는 과도한 섭취욕구와 강박적 삼킴과 같은 행동적 
측면에 문제가 나타난다(Alagiakrishnan et al., 2013). 
치매 진행단계에 따른 문제점으로 초기 치매환자는 식
욕 상실이나 과식과 같은 식사 욕구의 변화를 나타내며 
중등도 치매환자는 초조와 불안감의 증가와 함께 음식 
취향의 변화 또는 선호음식의 고집 및 식습관 변화를 
보인다. 말기 치매환자는 삼킴과 관련된 신경․생리학
적 운동장애가 특징으로 나타난다(Kai et al., 2015; 
Park et al., 2017).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중재를 실시하더라도 
치매환자의 진행단계 및 진단유형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 Song 등(2018)의 문헌에서도 치매환자의 
삼킴장애 중재는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삼킴장애 원
인 및 증상에 따른 개별화된 중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고 말하고 있다. 고령화로 치매환자의 삼킴장애 중재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으나, 치매환자의 특성에 따
라 어떤 중재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 특성에 따른 삼킴장애 중재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통하여 삼킴장애 중재접근법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문헌 검색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CINAHL, Cochrane CENTRAL, ProQuest, 
PubMed, Science Direc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201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발표된 문헌을 수집하
였다. 검색어는 ‘(Swallowing disorder OR Deglutition 
disorder OR Dysphagia) AND (Dementia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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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ISMA Flow Diagram

Alzheimer disease)’를 사용하였다. 검색 시에 Mesh 
Term을 사용하였다. 포함 기준은 1) 치매단계나 치매 
진단유형을 확인한 논문, 2) 201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게재된 논문, 3) 원문보기가 가능한 논문, 4) 
영어로 작성된 논문이었다. 배제 기준은 1) 고찰논문, 
2) 책, 3) 학위논문, 4) 미출판자료, 5) 인터뷰, 6) 인터넷
자료였다. 네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문헌을 수집하
였으며 포함된 논문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재합의 과정
을 수행하였다.

검색 결과 PubMed에서 5편, Cochrane CENTRAL에
서 5편, CINAHL에서 107편, ProQuest 153편, Science 
Direct에서 55편이 검색되었으며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통하여 1편을 검색, 총 326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17편의 연구가 중복되어 제외하였으며 논문의 제목
과 초록을 검토하여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241편의 논문을 배제하였다. 이후, 연구의 포함 및 배제 
기준에 따라 63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편의 논문
을 선정하였다(Figure 1).

2. 연구근거의 질적 수준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Arbesman 등(2008)이 개발한 근거 기반의 질
적 수준 분석모델과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RoBANS) 및 Risk of 
Bias(ROB)를 사용하였다. 근거 기반 질적 수준 분석모
델의 가장 높은 근거수준인 Level Ⅰ은 체계적 고찰, 
메타분석,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가 포함되며, Level 
Ⅱ는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 Level Ⅲ는 단일집단 비무
작위 연구, Level Ⅳ는 개별실험연구 및 조사연구, Level 
Ⅴ는 사례연구와 질적연구가 포함된다. RoBANS 및 
ROB는 Review Manager(RevMan) 5.3(The Cochrane 
Collaboration, UK)을 통해 비무작위 연구와 무작위 연
구의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는 도구다. 비뚤림 위험 수준
은 높음(High), 낮음(Low), 그리고 불확실(Uncertain)로 
판정하였다(Higgins et al., 2011). 네 명의 연구자가 독
립적으로 비뚤림 위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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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부분은 재논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3. 결과 분석 방법

분석 대상에 포함된 총 5편의 연구들을 PICO 
(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질적 수준은 근거 기반 질적 수준 분석모델을 이용해 
분석하였다(Arbesman et al., 2008). PICO는 임상적 질
문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상자, 중재 방
법, 대조군, 결과의 틀로 제시하며 근거가 되는 연구들
을 제시할 때 사용된다(Lou & Durando, 2008). 대상자 
정보에는 대상자들의 연령, 치매 단계, 진단 유형, 성별
과 같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치매 단계는 MMSE와 GDS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보건
복지부의 치매 중증도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중재 방법은 
중재 유형, 중재 방법 및 내용, 효과, 중재 기간, 환경을 
추출하여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중재를 교정
적 중재와 보상적 중재로 재분류하였으며 교정적 중재
와 보상적 중재를 모두 제공한 연구는 포괄적 중재로 
표시하였다. 교정적 중재란, 삼킴과 관련한 신경근의 
작용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두부 거상 운동, 혀 저항운동
들이 포함된다. 보상적 중재란, 삼킴의 기전을 변화시
켜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자세변형 및 
식이 형태 변화 등이 포함된다(Logemann et al., 2009; 
Woo et al., 2014). 결과는 중재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들과 종속변인으로 정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의 질적 수준 및 비뚤림 위험

본 연구에서는 총 5편의 논문에 대하여 질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Ⅴ에 해당하는 사례연구가 20.0%(1편), Ⅳ

에 해당하는 개별실험연구가 20.0%(1편), Ⅲ에 해당하
는 단일집단 비무작위 연구가 20.0%(1편), Ⅱ에 해당하
는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가 20.0%(1편), Ⅰ에 해당하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가 20.0%(1편)로 각각 다른 질
적 수준을 보였다.

RoBNS 평가는 대상군 선정, 교란변수, 중재 노출에 
대한 측정, 결과평가 눈가림, 불완전한 결과자료, 선택
적 결과보고 총 6가지 영역에 대하여 결과를 제시하였
다. RoBNS 평가 결과 불완전한 자료 항목에서 비뚤림 
위험이 최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영역
에서는 비뚤림 위험이 발견되었다. ROB 평가는 무작위 
배정순서 생성, 배정순서 은폐, 참여자와 연구자 눈가
림, 결과 평가자 눈가림, 불완전한 결과 처리, 선택적 
결과보고, 그 외 타당도를 위협하는 잠재적 비뚤림의 
총 7가지 영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든 영역에
서 비뚤림이 최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

2. 연구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중증도-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 중증 환자를 한 연구가 4편 포함되었다. 치매 진단
유형은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
었으며 이후 혼합형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측두엽 치매 순으로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 참가자보다 여성 참가자들이 현저히 많았으며, 대
상자들의 평균연령은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었다. 
Bice와 Galek(2016), Cleary(2013)의 연구는 한 명을 대
상으로 한 단일대상자 연구였으며 나머지 논문들은 30
명 이상이 포함된 집단실험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미국에서 2편, 일본, 중국, 캐나다에서 각각 1편씩 진행
되었다(Table 1).

3. 중재 방법과 유형

분석 결과 교정적 중재가 1편, 보상적 중재가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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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
(year)

Age 
(mean)

Participation
Country Dementia stage

(MMSE range)
Dementia 
type(n)

Level of 
evidenceIntervention(n)(M/F) Control(n)(M/F)

1 Arahata et al.
(2017) 88.4 90

(36/54)
124

(31/98) JPN Severe
(3.8±6.2)

AD(25)
VD(18)

Mixed(25)
FTD(1)
LBD(2)

Others(19)

Ⅱ

2 Bice & Galek
(2016) 90.0 1

(0/1) 0 USA Severe NR(1) Ⅴ

3 Chen et al.
(2015) 82.4 30

(17/13) 0 CHN
Moderate
-severe

(3.0-15.0)
AD(30) Ⅲ

4 Cleary
(2013) 85.2 1/0 0 CAN Severe NR(1) Ⅳ

5 Hanson et al.
(2011) 77.0 127

(27/100)
129

(31/98) USA Severe NR(127) Ⅰ

AD=Alzheimer Dementia; FTD=Fronto Temporal Dementia; LBD=Lewy Body Dementia; NR=Not Reported; VD=Vascular 
Dementia; CAN=Canada; CHN=China; JPN=Japan; USA=United States of America; F=Female; M=Male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Figure 2. ROBNS/ROB Summary (upper) and Graph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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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ntervention 
type

Swallowing
stage

Time of 
intervention Setting

Intervention

Experimental Control

1 Comprehensive
intervention

Anticipatory 
phase to 

esophageal 
phase

2 session 
(at beginning

of the
enrollment / 

before
discharge)

Hospital

- Multidisciplinary Intervention
- Organized a multidisciplinary team for 
evaluation

- The team managed treatment and 
provide individualized intervention 
through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CGA)

- Planned home-based daily 
interventions at discharge

- Usual care
  (physicians managed
  treatment alone)

2 Remedial 
intervention Oral phase 5 session NR

- Repetitive, rapid swallowing 
rehabilitation to promote 
neuroplasticity

- Diet modification
- Verbal cueing

3 Compensatory 
intervention

Anticipatory 
phase to
pharyngeal

phase

3 month
at every meal 

time

Nursing 
Home

- Making comfort environment during 
meal time and Postural modification

- Psychological care for patient calm
- Encouraged to eat independently
- Appropriate type of food depending on 

patients’ degree of dysphagia
- Preparation of eating utensil
- Appropriate assistance for who can’t eat 
alone

- None

4 Compensatory 
intervention

Pharyngeal 
phase

2 session
over two week NR Volitional pre-swallowing breath-hold 

technique
- Laryngeal adduction
- Voicing exercises

5 Compensatory 
intervention

Anticipatory 
phase to 
pharyngeal

phase

1 session
(at beginning

of the
enrollment)

Nursing 
Home

- Provide education for caregiver for 20 
min

- Provide structured decision ai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dementia,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eeding options, 
caregiver’s role in decision 

- Prompt to discuss the decis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 Decision aid was not 
provided

NR=Not Reported

Table 2. Types of Intervention

포괄적 중재가 1편 제공되었다. 보상적 중재로는 보호
자 교육과 메뉴버 중재가 활용되었다. Hanson 등
(2011)의 연구에서는 보호자 교육 중재를 실시하였다. 
중재 시작 시 치매환자의 삼킴장애, 경관식이와 구강식
이의 장단점, 경관식이 결정에서 보호자의 역할에 등에 
대해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자료제공을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분석하였다. Cleary(2013)의 연구는 
교차연구설계를 활용해 비정상적 호기 패턴과 흡인을 
보인 환자에게 중재 기간에는 기도보호를 위한 메뉴버 
중재를 제공하였으며, 대조기간에는 후두운동을 진행

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Chen 등(2015)의 연구에서는 
환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적 관리, 식사 시 편안
한 환경 조성 및 자세교정, 식이형태 조절, 식사 보조도
구 제공, 식사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접적 식사 도움
을 제공하였다.

포괄적 중재로는 다학제적 중재를 실시하였다. 삼킴
장애 원인에 대한 다학제팀 평가 및 포괄적 중재를 제안
하였다. 대조군의 경우에는 주치의만이 삼킴장애 평가 
및 중재를 제안하였고 두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Arahata et al., 2017). 교정적 중재를 사용한 Bic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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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utcome measure Results

1 - Removal rate of tube feeding
- Rate of survival without tube feeding

- Increased removal rate of tube feeding (↑)
- Increased rate of survival without tube feeding (↑) 

2 - Degree of verbal cue
- Time of swallowing initiation

- The patient was able to consume a regular diet in a reasonable 
time frame during meals with no verbal cues (↑)

3

- Food intake (measure the calories of food)
- Kubota water swallow test
- Nutritional status (triceps skin fold thickness, 

upper arm circumference, serum albumin, 
haemoglobin)

- Edinburgh Feeding Evaluation in Dementia scale 
(EdFED)

- Mini Mental State Exam (MMSE)

- Increased amount of food intake (↑)  
- Increased ability about eating / Feeding (↑)  
- Increases in upper arm circumference, skin fold thickness, serum 
albumin and hemoglobin, indicating improved nutritional status (↑)
  

- EdFED scores decreased, indicating improved eating compliance 
(↑)  

- No change in cognitive function (→)

4
- Normal pattern of expiratory phase (Vernier, 

3-axis accelerometer)
- Swallowing Quality of Life Scale (SWAL-QOL)

- Increased normal pattern of expiratory phase after swallowing (13.8% 
to 76.4%)(↑)

- Decreased of distress during meal (1.5 to 2.6)(↑)

5

- Compliance of dysphagia diet (nursinghome chart)
- Feeding treatment discuss with medical staff 

(nursing home chart)
- Weight loss (nursing home chart)
- Decisional conflict scale
- Knowledge of surrogate (expectation of benefit 

index)
- Satisfaction with decision scale

- Increase Compliance of dysphagia diet (↑)

- Increase feeding treatment discuss with medical staff (↑)
- Decreased of weight loss (↑)
- Decreased in decisional conflict (↑)  
- Decreased score in expectation of benefit index, indicating improved 

knowledge of surrogate (↑)  
- No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decision scale (→)

*p<0.05; **p<0.01; ***p<0.001;↑=indicates an improvement in swallowing; →=indicate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able 3. Effect of Intervention and Dependent Variables Measure

Galek(2016)의 연구는 삼킴과정을 망각하여 입안에 
음식물을 머금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 실시되었다. 신
경가소성 촉진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삼킴을 
반복하도록 중재하였으며 표면근전도 검사(surface 
electromyelograph: sEMG)를 통하여 삼킴과정에 대한 
바이오피드백을 제공하였다(Table 2).

4. 중재 효과 및 평가도구

연구 결과 효과를 보였던 영역은 다양했다. 효과를 
보인 공통적인 영역은 음식에 대한 순응도와 영양상태 
영역으로 Bice와 Galek(2016)과 Hanson 등(2011)의 연
구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외의 
영역으로 경관식이 제거율 증가, 구강식이로의 전환 후 
생존률 증가, 구강기 시작시간의 단축, 음식의 섭취량 
증가 및 삼킴능력의 증가, 정상적 호기패턴의 증가와 
삼킴관련 삶의 질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자 교

육을 실시한 경우 보호자에게 나타난 효과로 치매환자
의 삼킴장애에 대한 지식증가, 구강식이에서 경관식이
로의 결정 갈등 완화, 의료서비스 관계자와의 커뮤니케
이션 증가가 있었다. 

음식에 대한 순응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료차트
와 EdFED(Edinburgh Feeding Evaluation in Dementia 
scale)가 사용되었다. 영양상태 확인을 위해 몸무게의 
변화, 위팔 세갈래근의 피하지방, 위팔둘레, 헤모글로
빈과 혈청알부민 수치가 평가되었다. 경관식이 제거율
은 경관식이 제거 후 일주일 동안 경관식이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로 정하였다. 경관식이 제거 후 생존률을 평가
하기 위해서 구강식이로 전환 후 생존한 날짜 수를 활용
하였다. 구강기 시작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구강기 시
작 후 삼킴까지의 시간 측정 및 언어적 단서의 정도가 
이용되었다. 음식의 섭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섭취 음
식의 칼로리가 계산되었고 음식의 삼킴능력 평가를 위
해서 물 삼킴 검사(water swallow test: WST)가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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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호기패턴을 평가하기 위해서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호흡 모니터링 벨트(3-axis accelerometer, 
respiration monitor belt)가 사용되었으며 삼킴관련 삶
의 질은 Swallowing Quality of Life Scale(SWAL-QOL)
를 활용해 평가하였다. 보호자 교육에 대한 효과의 확인
은 갈등의 정도를 평가하는 Decisional Conflict 
Scale과 선택의 만족도와 지식의 향상을 평가하는 
Expectation of Benefit Index가 사용되었다(Table 3).

Ⅳ. 고  찰

치매환자의 대다수가 삼킴장애를 호소하며 삼킴장
애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
으며(Manabe et al., 2017), 치매환자의 삼킴장애에 관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는 치매환자의 특성에 
따른 중재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아 제한점이 존재하였
다(Abdelhamimd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
에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삼킴장애 중재 적용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특성에 따른 중재 
방법과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치매환자의 진행단계에 따라 중재의 목적
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증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는 포괄적, 보상적, 교정적 중재가 진행되었으
며 중재의 목적은 모두 동일하였다. 포괄적 중재로는 
다학제팀 중재가 사용되었다. Arahata 등(2017)의 연구
에서는 작업치료사, 의사, 간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다
학제팀을 구성, 삼킴장애 원인 평가 및 중재를 제공하였
다. 이러한 방식은 경관식이에서 구강식이로의 회복률, 
경관 식이 제거 후의 생존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위의 결과는 치매환자의 삼킴장애는 치매의 진
행단계 등에 따라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학제팀 
접근을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환자의 영양섭취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Biernacki et al., 2001).

보상적 중재로는 보호자 교육 중재와 메뉴버 중재가 
시행되었다. Hanson 등(2011)의 연구에서는 보호자에
게 경관식이와 구강식이의 장단점 등을 개별적으로 20
분간 1회 교육하였다. 이후 교육 자료를 배부, 환자의 
주치의와 상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보호자의 
결정 스트레스 감소 등을 불러왔으며 환자에게는 환자
식에 대한 순응도, 체중감소 억제라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Cleary(2013)의 연구는 단일환자임상시험으로 
환자의 경관식이를 구강식이로 회복시키기 위해 메뉴
버 중재를 실시하였다. 중재기에는 기도보호를 위해 삼
키기 전 숨을 참도록 하였으며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절차적 학습기술을 적용한 지시를 사용하였다. 대조기
에는 후두운동을 실시, 중재기와 대조기의 삼킴-호흡패
턴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중재기의 메뉴버 중재는 대조
기의 후두운동에 비해 환자의 삼킴-호흡패턴을 개선하
였으며, 흡인의 빈도 감소, 삼킴관련 삶의 질의 향상을 
일으켰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관식이를 구강식이
로 대체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교육 중재를 실시한 선행
연구(Monteleoni & Clark, 2004)와 신경질환을 앓고 있
다고 하더라도 중재를 통해 기도를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의 삼킴과정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 Ashford 등
(2009)의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교정적 중재로는 신경가소성 자극을 위한 반복적 삼
킴재활이 사용되었다. Bice와 Galek(2016)은 중증의 치
매환자에게 언어적 단서와 sEMG를 통한 바이오피드백
을 제공하여 주의력을 향상, 삼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중재 결과 대상자는 언어적 단서 없이도 독립
적으로 음식을 삼킬 수 있었다. 중증의 치매환자는 직접
적인 운동장애와 삼킴장애를 주증상으로 호소하므로 
교정적 중재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의 증상에 대한 고려와 환자의 집중력을 
대신할 적절한 단서제공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계 질환에서의 신경가소성의 변화
는 삼킴능력 개선과 관계있다고 이야기한 CalabrÓ 등
(2016)의 선행연구와 주장의 연구맥락을 같이 한다.

중증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행해진 포괄적, 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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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적 중재는 모두 경관식이에서의 회복이라는 목적
을 가지고 실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증의 치매
환자는 삼킴과정에서의 운동장애 등을 특징적으로 나
타내어 구강섭취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구강식이에서 경
관식이로 식이형태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
지만 경관식이의 효과성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Alagiakrishnan et al., 2013; Crary, 2020). 따라서 중
증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는 경관식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 중재, 보상적 중재, 교정적 중재가 모
두 사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정적 중재 시에는 치매
환자의 저하된 주의력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
이 주어져야 하며 특히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등도 및 중증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는 보상적 중
재가 진행되었다. Chen 등(2015)의 연구에서는 식사시
간을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편안한 식사 환경을 조성하
였다. 환자의 삼킴상태 및 기호에 따라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식사 보조도구를 지급하여 스스로 식사
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스스로 먹을 수 없는 환자
에 대해서는 직접적 식사 도움을 제공하였다. 또한 식사 
시 대상자들이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지 않도록 심리적 
관리를 지원하였다. 중재 결과 환자의 총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였으며 삼킴기능의 저하를 감소시켰고 환자의 
음식섭취의 순응도 및 영양 상태를 호전시켰다. 본 결
과는 중등도 및 중증의 치매환자의 간병인을 대상으로 
치매환자의 심리 및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 중재를 실
시하여 식사 시 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환자의 체
중감소를 개선시킨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Mamhidir et al., 2007). 

중등도의 치매환자는 음식취향의 변화, 같은 시간에 
식사 고집 등의 선호음식과 식사습관의 변화를 보인다
(Kai et al., 2015). 초조감이나 불안감의 증가를 보이며 
충분한 식사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양상을 띈다(Park et 
al., 2017). 따라서 Chen 등(2015)의 연구결과는 불안과 

같은 치매 단계에 따른 삼킴 문제들을 고려하였기에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등도
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는 인지적 손상은 물론 불안이
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증상도 함께 고려하여 삼킴 
중재를 실시한다면 더욱 유의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고찰을 통해 치매환자의 특성
에 따른 다양한 삼킴장애 중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 연구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치매환자 대상의 
삼킴장애 중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
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bdelhamid 등(2016)의 선행연
구에서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삼킴장애 중재의 효
과성에 대한 증거를 유의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는 치매 단계와 같은 대상자들의 상태에 대한 고려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은 대상
자의 치매 진행단계를 확인하였지만 Abdelhamid 등
(2016)의 선행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은 상당수 치매 단
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삼킴장애
의 양상이 치매의 종류뿐만 아니라 질병의 단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치매진단 종류, 단계와 원
인에 적합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Arahata et al., 
2017; Song et al., 2018). 따라서 대상자들의 진단 종류
뿐만 아니라 치매 단계를 고려하여 원인에 맞는 개인화
된 중재를 제공하였을 때 유의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고려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무작위 대조 연구의 부재
를 들 수 있다. 무작위 대조 연구의 부족으로 메타분석
을 통한 치매환자의 삼킴장애 중재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진행할 수 없었다. 둘째, 치매의 유형에 대한 
설명 부족이다. 치매환자의 삼킴장애 양상은 치매 유
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Alagiakrishnan et al., 
2013). 하지만 본 연구에 포함된 5편의 논문 중 3편의 
논문에서 대상자들의 치매 유형을 서술하고 있지 않아 
치매 유형별 중재의 효과가 제한되었다. 셋째, 치매 단
계에 대한 포괄성 부족이다. 치매환자는 초기단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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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정상군에 비해 삼킴 기능이 저하되어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 중재가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2016). 하지만 본 연구에는 중등도, 중증의 환자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추후에 진행될 연구는 높은 질적 
수준을 가진 연구의 설계를 이용하여 더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매의 단계, 진단유형과 개인적 환경적 배경 
요소를 고려, 원인을 평가하고 중재를 진행할 것을 제언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중 교정적 중
재를 수행한 기존 연구에서는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치매환자의 경우 정상
군에 비하여 흡인 위험이 높으므로, 추후 실험연구를 
통한 교정적 중재 시에는 환자의 안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환자의 안전관리 측면을 고
려한 임상 중재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의 특성에 따른 삼킴장애 중
재에 대한 효과와 방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치매환자는 진단종류 및 
진행단계 등에 따라 삼킴장애의 양상이 다르므로 개인
화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행 
체계적 고찰 연구들의 경우에는 치매환자의 특성을 확
인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점을 한계점으로 
뽑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환자의 특성에 따른 
삼킴장애 중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근거
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삼킴장애 중재들은 치매
환자의 삼킴장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선행연구들을 함께 정리하여 그 근거
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삼킴장애 중재
의 효과는 대상자의 치매단계를 고려하여 개인에 맞는 
적합한 중재가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환자의 치매 진행

단계 및 증상과 개인적, 환경적 배경요소를 고려하여 
삼킴장애 중재 방식을 선정하고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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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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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scientific evidence though a systematic review, 
of the existing interventional methods and their respective effects, for swallowing disorders among 
dementia patients. The interventional methods were based on patient characteristics.

Methods : An electronic literature search was performed using five electronic databases from 2010 
to 2020. The keywords were ‘Dementia’, ‘Alzheimer disease’, ‘Deglutition disorder’, ‘Swallowing 
disorder’, ‘Dysphagia’. Five articles met the inclusion criteria.

Results : One study with moderate-to-severe and four studies with severe dementia patients were 
included. The interventions consisted of one remedial intervention, three compensatory 
interventions, and one comprehensive intervention. Compensatory intervention, including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management, were used in moderate-to-severe patients. For the 
severe patients, remedial, compensatory, and comprehensive intervention were used to address 
the feeding tube problem. The interventions used in each stud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utcome variables associated with swallowing ability.

Conclusion : The purpose of the intervention and the intervention factors changed depending on 
the patient’s dementia stage. The intervention was effective when considering the progressive 
stage of the patient. These results may serve as a guide in designing effective interventions for 
swallowing disorders in dementia patients.

Keywords : Dementia, Swallowing disorder, Swallowing disorder intervention, Systematic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