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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삼킴장애는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선천적 기형이나 구조적 손상 및 급

성기 뇌질환 및 퇴행성 질환에서 나타난다. 또한, 특정 질환이 

없더라도 노화에 따른 구조적, 기능적 저하로 인하여 삼킴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삼킴과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물 중 혀는 정상적인 삼킴 기능

에 있어서 음식덩이를 형성하고 조작, 운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Fei et al., 2013). 혀는 대부분이 근육섬유로 이루

어져 있으며, 삼킴 기능에 따라 삼킴 과정의 구강 및 인두 단계 

모두에 영향을 주며, 혀의 강도가 적절하여야만 구인두(oro-
pharyngeal) 삼킴 기능이 원활하다. 혀는 ‘구강’ 부분과 ‘인두’ 

부분으로 나뉜다. 구강 부분의 혀는 앞으로부터 혀끝(tongue 

tip), 혓날(tongue blade), 혀앞(front), 혀중앙(center), 혀뒤(back)

가 포함되며, 혀의 전방 부위와 혓몸(tongue body)은 삼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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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단계에서 구강 내 음식덩이를 유지하고 구강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음식덩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인두 부분의 혀는 

혀 기저부(tongue base/root)가 속하며, 삼킴의 인두 단계에서 

후인두벽과 접촉을 강하게 하여 음식덩이가 구강에서 인두로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형성한다(Steele et al., 2010). 액

체가 입안에 들어오면 경구개와 혀 사이에 놓여지게 되고, 혀가 

컵 모양을 이루며, 혀의 가장자리는 치조 양옆에 밀착된다. 구

강 준비 단계에서 음식은 혀끝이 올라가 치조에 맞닿은 상태에

서 혀의 정중앙과 경구개 사이에 위치하거나 혀의 앞부분에서 

구강 바닥에 담기기도 한다. 구강 단계에서는 혀의 중앙선이 순

차적으로 경구개에 닿으면서 음식덩이를 눌러 구강 뒤쪽으로 

보내는 혀의 움직임이 일어나며 인두 삼킴이 유발될 수 있다. 음

식의 점도가 높을수록 입천장에 대한 혀의 압력도 높아지게 되

며(Dantas et al., 1990), 더 많은 근육 활동이 필요하다. 이처럼 

혀의 움직임은 구강에서 인두강으로 음식덩이를 운반할 뿐만 

아니라, 구개(palate), 구협(fauces) 및 구인두 수용기를 자극하

여 인두 삼킴 단계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혀의 근

력은 삼킴 기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삼킴 과

정에서 적절한 혀의 압력을 형성하지 못하면 구강과 인두 내 잔

여물이 증가되어 침습 및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게 된다. 이처럼 

삼킴 과정에 중요한 혀의 기능은 뇌졸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환자나 노인층이 정상 청장년층에 비해 

저하되어 있다(Kang, 2018; Kim et al., 2014; Kwon, 2009).

지금까지 혀의 근력(strength)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구강 

운동(oro-motor)기능검사와 같은 주관적 검사 방법이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다. Clark et al.(2003)은 뇌혈관 질환, 위장 질

환, 호흡기 질환, 두경부암, 퇴행성 질환 등을 가진 총 63명의 

삼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혀의 근력과 구강 단계의 삼킴 기능

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구강운동검사 동안 혀의 약화를 보

이는 환자들은 구강 단계 삼킴장애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구강운동검사 중 혀의 근력 측정은 혀 내밀기뿐만 아니라 혀의 

측면 움직임에 대한 압력이나 저항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므로 

혀의 기능이 구강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그런데, 혀의 근력을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인 평가는 아

직까지 제대로 된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강운동검

사에서 혀의 근력 측정에 대한 검사자 간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관적인 혀의 근력 평가 방법 이외에 현재 삼킴 기능

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비디오투시조영삼킴검사(videoflu-
oroscopic swallowing study)가 사용되고 있지만, 구강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혀의 동적인 기능만 관찰이 가능하

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혀의 기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는 혀의 근력과 지구력(endurance)을 측정할 수 있

는 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 (IOPI; Blaise Medical, 

Hendersonville, TN, USA)와 삼킴 시 혀의 센서 위치별 압력

(좌측, 우측, 전방, 중간, 후방)을 측정할 수 있는 Digital Swal-
lowing Workstation (DSW) and Swallow Signals Lab (Model 

7100; KayPENTAX, Montvale, NJ, USA)의 설압계(manom-
etry system)가 있다. IOPI는 혀의 거상과 같은 오로지 하나의 

혀 움직임만이 측정 가능하지만, 대상자가 산출할 수 있는 최대

혀압력(maximum tongue pressure)을 측정하기에 매우 민감한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Song(2014)이 국내 건강한 성인 남녀 136

명을 대상으로 IOPI를 사용하여, 연령별, 성별 최대 혀, 입술 강

도와 지구력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최대혀압력은 중년층과 

청년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Kang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IOPI를 이용

하여 뇌졸중 환자의 삼킴 기능 평가를 위해 혀, 볼, 입술의 강

도를 측정하였으며, Lee et al.(2005)은 마비말장애 환자를 대

상으로 말명료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스트레인 게

이지 로드셀을 사용하여 혀의 전방과 좌측 및 우측 방향으로

의 혀압력 강도를 측정하였다. 국외에서는 Yoshikawa et 

al.(2011)이 새로 개발한 측정 도구와 IOPI 및 DSW의 3개의 벌

브압 측정계를 사용하여 5 mL 물 삼킴 시의 혀압력을 측정하

여 새로 개발된 혀압력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현재 

객관적인 평가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IOPI는 DSW

의 벌브압 측정계에 비해 혀압력 측정 시 쉽고 간단하게 혀 전

체의 압력을 측정하기에 용이하나, 다양한 혀의 센서 위치에 

따른 압력을 동시에 측정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뇌졸중이나 두경부암,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 등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삼킴 기능 연구

가 대부분이다. 노화에 따른 노년층의 삼킴 기능 저하는 매우 

일반적이지만(Yamaya et al., 2001), 국내 정상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삼킴 기능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며, 아직까지 국내 노

년층의 삼킴 시 ‘혀압력’ 측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SW의 벌브압 측정계를 사용하여 

마른 삼킴과 5 mL 물 삼킴 과제 시 건강한 국내 청년층과 노년

층의 혀의 부위에 따른 압력을 살펴봄으로써 노화에 따른 삼킴 

시 혀의 압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삼킴에 미치는 영향을 논

의해 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40명으로 건강한 노인 20명(평균 연령 

71 ± 6.14세, 연령 범위 65~85세, 남 10명, 여 10명)과 건강한 

청년 20명(평균 연령 23 ± 1.31세, 연령 범위 20~26세, 남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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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명)이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경학적 

및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자, 청력에 이상이 없는 자였다. 

또한, 검사 방법을 이해하고 지시에 따를 수 있고, 인지에 이상

이 없는 자로서 노인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

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MMSE-K)를 

실시하였으며, MMSE-K 점수가 -1.0 표준편차 이상으로 전반적

인 인지 기능은 정상 범위에 속하는 자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Kang, 2006).

연구 절차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혀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용화된 DSW의 

설압계를 사용하였다. DSW의 설압계는 13 mm 너비의 공기가 

든 벌브와 압력을 잴 수 있는 변환기(transducer)로 구성되어 있

으며, 벌브는 혀의 좌측, 우측을 측정할 수 있는 2 채널과 전방, 

중간, 후방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3 채널 벌브를 사용하였다

(Figure 1). 또한, 대상자가 스스로 느끼는 삼킴장애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평가 도구인 삼킴장애지수(Dysphagia 

Handicap Index, DHI)의 한국어판(Kim et al., 2014)을 실시하

였다. DHI는 총 25문항으로서 신체적(physical) 9문항, 기능적

(functional) 9문항, 감정적(emotional) 7문항의 세 가지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삼킴장애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Kim et al., 2014).

자료 수집 및 분석

혀의 센서 위치별 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용한 검사실에서 

편안한 상태로 마른 침 삼키기와 5 mL 물 삼킴 검사를 실시하

였다. 침습 및 흡인의 위험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기 위하여 5 mL

의 묽은 액체인 물 삼킴 검사를 실시하였다(Yoshikawa et al., 

2011).

대상자는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머리와 몸은 곧게 세운 상

Figure 1. Tongue bulb (2 channels & 3 
channels) of Digital Swallowing Work-
station (Model 7120, KayPE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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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 자세에서 삼키도록 지시하였다. 삼

킴 과제는 대상자에 따라 마른 삼킴과 5 mL 물 삼킴 과제를 

무작위로 실시하였다. 검사 시 혀압력은 250 Hz의 표본 추출

률로 녹음하였으며, 최대강도한계치는 500 mm Hg로 조정하였

다. 각각의 삼킴 과제는 본 검사에 들어가기 전, 2회 정도의 연

습을 시행하였다. 본 검사에서는 1급 언어재활사 1명과 2급 언

어재활사 2명이 함께 측정하였으며, 참여자의 자세와 벌브 위

치를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한 번 측정 후 1

분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2회 더 반복하여 실시

해 총 3회의 혀압력의 평균값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먼저, 혀

의 좌측, 우측 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자는 2 채널의 혀 

벌브를 참여자의 구강 내 혀 정중고랑(medial sulcus)의 가장자

리(ridge)와 경구개(hard palate)에 위치시킨 후 구개(palate)에 

대항한 혀의 벌브 위치별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벌브에 가

해진 압력은 mm Hg로 환산되어 LED 창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Yoshikawa et al., 2011). 마른 삼킴의 경우, 노년층 대상자 중 

구강 건조를 호소하는 경우, 물로 입을 한 번 헹군 뒤 마른 삼

킴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물 삼킴은 주사기를 사용하여 5 mL 

물을 주입한 후, 대상자가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삼키도록 유도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3 채널의 혀 벌브를 사용하여 벌브 정

렬은 경구개의 정중선에 놓고 대상자의 경구개 전방, 중간, 후방

에 위치시킨 후 전방의 벌브가 앞니 바로 뒤에 위치한 치조에 

놓이도록 하였다. 전방, 중간, 후방 벌브 간 간격은 8 mm 정도로 

고정되어 정렬되었고 혀-경구개 압력을 측정하였다(Todd et al., 

2013). 이때 구개에 대한 혀의 벌브 위치별 압력의 진폭(ampli-
tude)은 mm Hg로 환산되어 LED 창에 그래프로 표시되었으

며, 각 벌브 위치별 waveform의 정점을 혀의 압력치로 얻어내

었다(Figures 2 and 3). 

Figure 2. Tongue-palate pressures (A, B) 
in an old normal adult in Digital Swallow-
ing Workstation (2 channel).

Figure 3. Tongue-palate pressures (A-
C) in an old normal adult in Digital Swal-
lowing Workstation (3 channel). 

A

B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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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수집된 결과는 SPSS version 20.0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독립변수인 집단(청년층, 노년층)과 집단 내 독립변수인 

혀의 벌브 위치(전방, 중간, 후방)가 혀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
sures)을 실시하였으며, 혀의 벌브 위치(좌측, 우측)와 삼킴 과제

(마른 삼킴, 5 mL 물 삼킴)에 따른 집단 간 혀압력의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혼합 이원분산분석(mixed 

two-way ANOVA)을 각각 실시하였다. 

삼킴 과제(마른 삼킴 vs. 5 mL 물 삼킴)에 따른 집단 간(청년

층 vs. 노년층) 혀압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삼킴 과제의 좌측, 

우측, 전방, 중간, 후방 압력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노인 대상군의 경우 추가로 Pearson 상

관분석을 실시하여 마른 삼킴과 물 삼킴 동안 혀의 벌브 위치

에 따른 압력의 크기와 삼킴장애지수와의 상관성을 확인하였

다. 반복측정된 일원분산분석 시 Mauchly 구형성 가정에 위배

될 경우 Greenhouse-Geisser로 수정된 자유도와 F값을 보고

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RESULTS

삼킴 과제(마른 삼킴 vs. 5 mL 물 삼킴)에 따른 집단 간 혀압력 

비교

마른 삼킴 시 청년층의 혀압력은 201.60 ± 61.08 mm Hg, 노

년층은 128.44 ± 53.19 mm Hg였고, 5 mL 물 삼킴 시 청년층

은 128.49 ± 47.94 mm Hg, 노년층은 124.19 ± 60.79 mm Hg

였다(Table 1). 과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t(77) = 2.968, p = 0.004],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77) = -2.964, p = 0.004] (Figure 3). 따라서, 마른 삼킴이 물 
삼킴보다 더 높은 혀압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청년층에서 마른 

삼킴의 혀압력은 물 삼킴 혀압력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t(19) = 
6.328, p = 0.000], 노년층에서는 과제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9) = 0.520, p = 0.609] (Figure 4).

마른 삼킴 시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혀의 벌브 위치(좌측 

vs. 우측)에 따른 혀압력 비교

마른 삼킴 동안 혀압력은 청년층의 좌측이 205.85 ± 91.14 

mm Hg, 우측이 197.35 ± 94.18 mm Hg였고, 노년층의 좌측

은 132.20 ± 79.00 mm Hg, 우측은 125.35 ± 74.36 mm Hg 

였다(Table 2, Figure 5). 

집단과 벌브 위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혼합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마른 삼킴 

시 혀압력이 좌·우측 모두에서 유의하게 낮았다[F(1, 38) = 

7.460, p = 0.010]. 벌브 위치에 따른 혀압력을 살펴본 결과, 집단
과 벌브 위치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으며[F(1, 38) = 

0.042, p = 0.839],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좌측이 약간 높은 경향
성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F(1, 38) = 3.607, p = 0.065]. 

Table 1. Means and SDs of tongue pressures based on swallowing 
tasks (dry vs. 5 mL water swallow) between young and old adults

Young (n = 20) 
(mm Hg)

Old (n = 20) 
(mm Hg)

p-
value 

Mean SD Mean SD
Dry swallow 201.60 61.08 128.44 53.19 0.004*
Water swallow 128.49 47.94 124.19 60.79
*p < 0.01.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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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ongue pressures based on swallowing tasks (dry vs. 5 
mL water swallow) between young and old adults.

Table 2. Means and SDs of tongue pressures based on tongue lo-
cation (left vs. right) during dry & water swallow between young and 
old adults

Young (n = 20) Old (n = 20)
p-value

Mean SD Mean SD
Dry (mm Hg) 0.065

Left 205.85 91.14 132.20 79.00
Right 197.35 94.18 125.35 74.36

Water (mm Hg) 0.068
Left 132.80 61.72 135.80 80.29
Right 125.40 64.04 126.25 79.36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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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L 물 삼킴 시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혀의 벌브 위치 

(좌측 vs. 우측)에 따른 혀압력 크기

물 삼킴 동안 청년층의 좌측 혀압력은 132.80 ± 61.72 mm Hg, 

우측 혀압력은 125.40 ± 64.04 mm Hg였고, 노년층의 좌측 혀

압력은 135.80 ± 80.29 mm Hg, 우측 혀압력은 126.25 ± 79.36 

mm Hg였다(Table 2, Figure 6). 

집단과 벌브 위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혼합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층과 청년층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 38) = 0.007, p = 0.932]. 벌브 위치에 따른 혀압력을 
살펴본 결과, 집단과 벌브 위치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

으며[F(1, 38) = 0.0070, p = 0.794],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좌측이 
약간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F(1, 38) = 4.283, p = 0.068]. 

마른 삼킴 시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혀의 벌브 위치(전방 

vs. 중간 vs. 후방)에 따른 혀압력 크기

마른 삼킴 동안 청년층의 혀의 전방 압력은 260.45 ± 79.17 

mm Hg, 혀 중간 압력은 176.70 ± 111.88 mm Hg, 혀 후방 압력

은 180.55 ± 72.14 mm Hg였고, 노년층의 혀 전방 압력은 

133.85 ± 109.24 mm Hg, 혀 중간 압력은 132.40 ± 75.35 mm 

Hg, 혀 후방 압력은 122.30 ± 73.99 mm Hg였다(Table 3, 

Figure 7). 

집단과 벌브 위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혼합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F(1, 38) = 

13.76, p = 0.001], 집단과 벌브 위치 간 상호작용이 있었다[F(2, 

76) = 3.129, p = 0.049]. 따라서, 벌브 위치(전방 vs. 중간 vs. 후
방)에 따른 혀압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 청년층은 벌브 위치에 따라 혀압력에 차이를 보였으

며[F(2, 38) = 4.957, p = 0.012], 대비검정 결과, 혀의 전방 압력
은 중간(p = 0.013)이나 후방(p = 0.02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
나, 중간과 후방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890). 반면
에, 노년층에서는 벌브 위치에 따라 유의한 혀압력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F(1.488, 28.277) = 0.234, p = 0.727]. 

5 mL 물 삼킴 시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혀의 벌브 위치 

(전방 vs. 중간 vs. 후방)에 따른 혀압력 크기

물 삼킴 동안 청년층의 혀의 전방 압력은 145.25 ± 69.39 mm 

Hg, 혀 중간 압력은 130.95 ± 79.94 mm Hg, 혀 후방 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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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ongue pressures based on tongue location (left vs. right) 
during dry swallow between young and old adults.

Figure 6. Tongue pressures based on tongue location (left vs. right) 
during 5 mL water swallow between young and ol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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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s and SDs of tongue pressures based on tongue lo-
cation (anterior vs. medial vs. posterior) during dry & water swallow 
between young and old adults

Young (n = 20) Old (n = 20)
p-value

Mean SD Mean SD
Dry (mm Hg) 0.012*

Anterior 260.45 79.17 133.85 109.24
Medial 176.70 111.88 132.40 75.35
Posterior 180.55 72.14 122.30 73.99

Water (mm Hg) 0.068
Anterior 145.25 69.39 124.25 72.59
Medial 130.95 79.94 117.45 68.32
Posterior 87.70 65.53 116.55 84.98

*p < 0.05.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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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 65.53 mm Hg였고, 노년층의 혀 전방 압력은 124.25 ± 

72.59 mm Hg, 혀 중간 압력은 117.45 ± 68.32 mm Hg, 혀 후

방 압력은 116.55 ± 84.98 mm Hg였다(Table 3, Figure 8).

집단과 벌브 위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혼합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노년층 vs. 청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1, 38) = 0.013, p = 0.911], 집단과 벌브 위

치 간 상호작용은 없었으며[F(2, 76) = 1.810, p = 0.171], 벌브 위치
(전방 vs. 중간 vs. 후방)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 76) 

= 2.778, p = 0.068].

혀압력과 DHI 간의 상관성

청년층과 노년층의 삼킴장애지수는 각각 4.05, 10.35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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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ongue pressures based on tongue location (anterior vs. 
medial vs. posterior) during dry swallow between young and old 
adults.

Figure 8. Tongue pressures based on tongue location (anterior vs. 
medial vs. posterior) during 5 mL water swallow between young and 
old adults.

Table 4. Dysphagia Handicap Index between young and old adults

Young (n = 20) Old (n = 20)
p-value

Mean SD Mean SD
Total 4.05 3.15 10.35 10.75 0.012*

*p < 0.05.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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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lationship between DHI and tongue pressure during 
dry swallow in old adults. DHI: Dysphagia Handicap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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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lationship between DHI and tongue pressure during 
water swallow in old adults. DHI: Dysphagia Handicap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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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2) (Table 4). 마른 
삼킴 시 노년층에서는 혀압력과 삼킴장애지수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r = -0.476, p = 0.034) (Figure 
9). 다시 말해서, 삼킴장애지수 값이 높을수록(즉, 삼킴장애가 

심할수록) 혀압력이 약하였다. 한편, 물 삼킴 시 노년층의 혀압

력과 삼킴장애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r = -0.283, p = 0.226) (Figure 10).

DISCUSSIONS 

건강한 노인층에서도 신체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노화로 

인해 혀 근육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근육감소증(sarcope-
nia)이 나타난다(Robbins et al., 2005). 특히 혀 근력이 감소되

면(Hara et al., 2018), 삼킴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

여 영양실조 등을 유발한다(Namasivayam-MacDonald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년층의 구강 삼킴 동

안 혀의 근력을 평가하기 위해 혀압력 측정계를 사용하여 혀압

력을 측정하여, 청년층과 비교함으로써, 노년층의 혀 기능에 대

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마른 삼킴과 물 삼

킴 과제 간, 그리고 혀의 벌브 위치에 따라 혀압력의 차이를 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확인된 혀압력 결과는 크게 네 가지 측면(과제 유

형, 연령 요인, 혀의 벌브 위치, 삼킴장애지수와의 관련성)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논의점으로는 혀압력 측정을 할 

때에 과제 유형에 따른 수행력, 즉, 최대혀압력, 음식 삼킴, 마른 

삼킴 등에 따른 결과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대한의 노력으로 경구개 쪽으로 혀를 밀어내는 정적 수축(iso-
metric) 상태, 즉 ‘혀를 입천장에 될 수 있는 대로 힘주어 대보

세요’라는 지시사항을 주게 되는 ‘최대혀압력’ 측정은 자연스럽

게 음식물(예; 물, 주스)을 삼키는 ‘액체 삼킴’이나 음식덩이 없

이 침만을 삼키는 ‘마른 삼킴’과는 그 결과에 차이가 있다. 여러 

연구들이 동일한 연구 내에서 최대혀압력과 삼킴 시 혀압력을 

동시에 측정한 결과, 최대혀압력이 삼킴 혀압력보다 일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Nicosia et al., 2000; Robbins et al., 

2016; Youmans et al., 2009). 본 연구에서 ‘마른 삼킴’ 과제는 

‘물 삼킴’보다 더 높은 혀압력을 나타냈다. Fei et al.(2013)의 연

구에서도 보통 노력의 ‘마른 삼킴’이 ‘물 삼킴’보다 혀압력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삼킴 과제 내에서도 어떠한 유

형의 음식덩이(bolus), 그리고 어떠한 양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혀압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액체나 반고형

식 등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음식이 사용되기도 하며, 같은 액

체라 할지라도 점도(예; 묽은 액체, 진한 액체)나 양(예; 3 mL, 

5 mL, 10 mL)이 서로 다른 음식덩이를 제시한다. Youmans et 

al.(2009)은 여러 점도의 액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넥

타와 같은 진한 액체나 진한 사과 주스를 삼킬 때가 묽은 액체(5 

mL와 10 mL 물)를 삼킬 때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혀압력의 특성

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고형식 역시 액체 삼킴에 비하여 높은 혀

압력을 보였다(Nicosia et al., 2000).

두 번째 논의점인 연령 요인은 과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최대혀압력’ 과제에서는 연령 요인이 나

타나는 것이 일관적인 연구 결과이다(Nicosia et al., 2000; 

Robbins et al., 2016; Youmans et al., 2009). IOPI를 이용하여 

21~96세 연령 범위의 99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

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하된 최대혀압력 수행력

이 관찰되었는데, 특히 79세 이상의 노인집단에서 유의하게 저

하되었다(Crow & Ship, 1996). Song(2014) 역시 IOPI를 이용

하여 청년집단 55명, 중년집단 43명, 노년집단 38명을 대상으로 

최대혀압력을 측정한 결과, 노년집단은 청년집단이나 중년집단

에 비해 최대혀압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런데, 음식을 사용한 삼킴 과제 내에서 연령 효과는 음식덩

이의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노년층의 혀압력이 청년층에 

비하여 낮은 삼킴 혀압력을 나타낸 것은 묽은 액체에서가 아니

라, 5 mL 허니, 10 mL 허니, 퓌레였다(Youmans et al., 2009). 

반면에, Nicosia et al.(2000)은 DSW의 3개 벌브를 이용하여 10

명의 노년층(평균 연령 81세)과 10명의 청장년층(평균 연령 51

세)에서 서로 다른 음식덩이(3 mL 반고형식, 3 mL 묽은 액체, 

10 mL 묽은 액체)의 삼킴 혀압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음식덩이에서 노년층과 청장년층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5 mL 물 삼킴에서도 연령군 간(노년층 60~69세 vs. 

청년층 20~39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Youmans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측정한 5 mL 물 삼킴 혀압력 역시 노년층

과 청년층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더라

도 물 삼킴이나 반고형식 삼킴에 필요한 혀압력은 유지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노화에 따라 최대혀압력이나 진한 액체 

삼킴 압력이 저하되기는 하나, 물 삼킴 혀압력에는 변화가 없다

는 것은 높은 삼킴 혀압력을 요구하는 음식덩이에서 노년층의 

혀압력 수행력이 저하되며, 혀의 예비압력(pressure reserve)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Nicosia et al., 2000).

 침만을 삼키게 하는 ‘마른 삼킴’ 과제 내에서 연령층에 따른 

혀압력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60~65세)이 청

년층(20~26세)보다 마른 삼킴의 혀압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40세 이하의 청년층(18~40세)과 비교하여 마른 삼킴의 혀압력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ei et al., 2013). 이러한 차이는 같은 연

령대의 대조군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정적 수축의 최대혀압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 자체가 삼킴 압력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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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은 아닐 수 있다고 하였다(Fei et al., 2013). 한편, 본 연

구에서와 같이 ‘마른 삼킴’ 과제에서 연령 집단별 차이를 보인 

것은 음식덩이라는 압력이나 감각 피드백이 구강 내 작용하는지 

여부에 따른 수행력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즉, 노년층은 구강 

내 감각 기능, 특히 혀 촉각 예민감(lingual tactile acuity)이 저

하됨에 따라(Steele et al., 2014) 음식덩이로부터의 압력이나 감

각 피드백으로 인한 정보가 적어지는데, 특별히 외부 자극의 정

도가 부족한 ‘마른 삼킴’ 과제에서 내재된 예비압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압력을 잘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

럼, ‘마른 삼킴’ 과제가 노년층의 삼킴 혀압력의 저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민감한 과제라는 사실은 진단이 정확치 않거나 질환

이 두드러지지 않은 전 임상적 단계의 질환이 없는 노인을 평가

할 때에 음식으로 인한 흡인의 잠재위험이 적은 마른 삼킴 과제

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세 번째 논의점으로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밝

혀진 바와 같이(Todd et al., 2013), 혀의 벌브 위치(예; 전방, 중

간, 후방)에 따라 혀압력에 차이가 있으며 전방 압력이 후방 압

력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다. 특히, 마른 삼킴 동안 청년

층에서 관찰되었던 벌브 위치에 따른 혀압력의 차이가 노년층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년층은 마른 삼킴에서 혀의 전

방이 중간이나 후방보다 혀압력이 높았으나 노년층에서는 벌브 

위치별 차이가 없음으로써 특별히 전방의 혀압력이 노화에 따

라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obbins et al.(2016) 역시 마른 

삼킴 과제에서 노년층(61~82세)의 전방 혀압력이 청년층(21~ 

40세)보다 유의하게 낮은 혀압력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50~70

대의 건강한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연구(Kang, 

2018)에서는 전방 혀압력의 평균은 162.63 mm Hg (SD = 

104.31), 중간 혀압력 평균은 147.50 mm Hg (SD = 77.40), 후방 

혀압력 평균은 146.88 mm Hg (SD = 54.74)로 나타났으나, 위

치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상군의 연령 범위에

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혀의 

위치별 혀압력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구강 단계에서 혀의 기능에 

따라 의지적으로 삼킴 기능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평가 및 중재

에 중요한 임상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Iguchi et al., 

2018). 

마지막 네 번째 논의점은 일부 과제에서 객관적 혀압력 측정

치와 자가 평가인 삼킴장애지수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삼킴장애

지수를 나타냈고, 삼킴 자극 과제에 따라 다른 삼킴장애지수를 

보였다. 즉, 마른 삼킴 시 노년층의 혀압력과 삼킴장애지수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는데 삼킴장애지수 

값이 높을수록(즉, 삼킴장애가 심할수록) 혀압력이 약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물 삼킴 과제에서는 물 삼킴 시 

노년층의 혀압력과 삼킴장애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성을 보이지 않아 삼킴 자극 과제에 따라 삼킴장애지수가 달

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서

로 다른 삼킴 자극 과제에 따른 혀압력을 측정하였을 뿐 아니

라, 혀의 다양한 벌브 위치에 따른 혀압력을 측정한 기초 연구

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많은 수의 대상자

를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상인의 혀압력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에는 다양한 점도를 이

용한 삼킴 과제에서 혀압력을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정상적

인 노화 과정 및 삼킴장애 진단 및 중재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상인뿐 아니라 다양

한 신경학적 환자를 대상으로 벌브 위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

고 신경학적 손상이나 삼킴 단계의 장애와의 연관성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층의 경우 여러 번 

침 삼킴이나 느린 삼킴의 움직임을 보였으므로, 추후의 연구에

서는 혀 운동성과 관련하여 동적인 시간적 움직임과 운동 패턴

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0:0�삼킴·혀압력·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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