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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IOPI를 이용한 한국 정상인의 최 강도, 지구

력,최 입술 강도,입술 지구력,최 뺨 강도,뺨 지구력을 측정

하고,세 성별에 따른 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연구 상자

는 선정 기 에 따라 서울 학교 치과병원을 내원하는 120명을

상으로,그룹을 세 (만 20-39세(청년),40세-59세( 년),60세 이상

(노년)) 성별(남성,여성)에 따라 나 었다.

그 결과 세 별로는 최 입술 강도를 제외한 최 ,뺨 강도

그리고 ,입술 뺨의 지구력에서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성별로는 최 강도,입술 지구력,최 뺨 강도의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연령과 뺨 지

구력, 강도와 뺨 강도, 지구력과 뺨 지구력 측정치 사이에 다

른 항목에 비하여 보다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동

안 환자의 주 인 증상으로만 진행되었던 ,입술,뺨의 기능에

한 연구가,IOPI장비를 이용하여 객 으로 수치화된 결과를

통해 진행된다면,본 연구는 향후 진행될 많은 연구들의 참고 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뺨에서 측정한 강도와 지구력의 데이터는

재까지 많지 않아 본 연구를 석으로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들

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IOPI,한국인, ,입술,뺨,강도,지구력

학 번 :2012-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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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구강악안면 역에서 ,입술 뺨은 발음과 작,연하와 같은

기능에 매우 한 계가 있으며,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한 압력과 힘이 작용해야 된다.발음은 후두의 성 가 진동하여

만들어 내는 소리가 인두강을 통해 구강과 비강으로 달되어,구

개,입술,뺨, ,치아,치은 등을 포함하는 조음 기 (articulator)들

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이 때 조음 기 들의 한 힘이

매우 요하며,구순구개열 환자,심한 부정 교합 환자,구강암 수술

로 인하여 구강 조직이 결손 재건된 환자 등에서는 정확하고 명

료한 발음을 기 하기 어렵다.연하는 구강단계(oralphase),인두단

계(pharyngealphase),그리고 식도단계(esophagealphase)로 나

수 있다.1그 구강단계는 턱의 움직임을 이용한 치아의 기계 인

작과 타액선에 의해 분비되는 침의 화학 인 작으로 음식을 삼

키기 좋은 분량으로 나 고 가 인두로 이동하면서 연하를 일으킬

때까지의 과정을 말하며,다양한 신경근육 체계가 충분한 압력과 지

구력을 가지고 작용하여 이루어지고,근육의 피로가 쉽게 올 경우

연하 단계에서 정확한 운동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 다.2

이처럼 구강 내 역에서 발음과 연하 기능을 수행하는 ,입술

뺨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이 게 발음,연하 등의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입술,뺨의

기능을 단하기 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환자의 주

인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되어 왔고,표 화된 척도가 제시되지 않았

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IOPI)(IOPIMedical,WA,USA)라는, 벌 (tongue

bulb)와 연결 튜 (connectingtube),데이터 출력 단자,압력 단자

등으로 이루어지고,최댓값 표시 기능,수축 경과 시간 시작 멈

춤 기능 등으로 구성된 기계 장치가 개발되었으며(그림 1),이것을

통해 구강 내의 해부학 구조의 압력을 재는 것이 가능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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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뺨의 기능에 한 객 화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지

면서,이 기기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 다.

Clarketal.의 연구는 IOPI를 사용하여 미국인의 ,뺨 그리고 입

술의 강도를 측정하 다.3청년 집단, 년 집단 그리고 노년 집단으

로 나 고 남성과 여성에 따라 각각을 측정하고 의 평균치를 제시

하 다.Vitorinoetal.의 연구는 IOPI를 사용하여 포르투갈어를 사

용하는 라질인을 상으로 최 강도와 지구력을 측정하

다.4Vanderwegenetal.의 연구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인

을 상으로 최 강도와 지구력을 측정하 다.5

이처럼 외국의 경우 이미 많은 연구들이 IOPI기기를 통해 진행

되고,세 성별에 한 정상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나,아직

한국인의 정상 데이터에 하여 정리된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이

에,본 연구에서는 술자와 환자의 주 인 해석을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 검사 방법인 IOPI를 사용하여 한국 정상인을 상으로

세 성별에 따른 ,입술,뺨의 최 강도와 지구력을 측정하

여 표 화된 데이터를 얻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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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환자 방법

1.환자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학교 치과병원 구강악

안면외과,통합진료실,원내생진료센터에 내원한 환자들 구강 운

동 장애자 (연하곤란,구음장애,안면신경/설신경마비)나 ,입술,

뺨에 수술을 받은 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한국 정상인을 상으

로 수행하 다.연구를 진행하기 , 련된 설명을 한 후 연구

상자가 연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하 다.그룹을 세 (만

20-39세(청년),40세-59세( 년),60세 이상(노년)) 성별(남성,여

성)에 따라 나 었고,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본의 크기

를 20명으로 설정하 다.따라서 체 표본 크기를 120명으로 설정,

20-39세 남성 20명,20-39세 여성 20명,40-59세 남성 20명,40-59

세 여성 20명,60세 이상 남성 20명,60세 이상 여성 20명에 하여

조사하 다.

2.방법

멸균된 벌 를 비하여 ,입술,뺨의 최 강도 지구력을

측정하 다.최 강도의 경우 연구자가 튜 를 잡아 연구 상

자의 상악 치부 설측 경구개 정 부에 벌 를 치시킨 후 를

이용하여 2 간 최 의 힘으로 르도록 하 다.최 강도의 측

정 값(kPa)을 얻으면,1분간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측정을 2회 더

반복하여 총 3회 실시 후 가장 큰 측정 값 하나 만을 데이터로 이

용하 다. 지구력의 경우 연구 상자의 최 강도 값에서

50% 수 의 힘을 나타내는 IOPI불빛에 얼마나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단 로 측정하 다.최 강도를 측정할 때와 마

찬가지로 벌 를 연구 상자의 입 안에 동일하게 치시키며(그림

2),IOPI의 시작 버튼과 시간 종료 버튼을 이용하여 얻어진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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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이용하 다.

최 입술 강도는 설압자 2개 사이에 벌 를 치시키고 연구

상자로 하여 입술로만 설압자를 지 이 다물게 하여 측정하 고,

입술의 힘만으로 러야 하므로 치아의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입술

을 가능한 앞으로 내 고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 다.뺨은 상하악

치아를 가볍게 문 상태에서 입안의 치아와 뺨 사이에 벌 를 치

시켜 뺨의 힘만으로 압력을 가하여 측정하 다. 에서 측정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 강도의 경우 2 간 최 의 힘을 유지 시킨 후

1분간 휴식한 뒤 3회 반복하여 측정하 고,지구력의 경우 최 강도

의 50% 정도의 수 을 유지하게 하여 지속 시간을 측정하 다.

3.통계

연구 상자로부터 얻은 각각의 측정치는 세 와 성별에 따라 기

술통계량을 구한 뒤에 세 와 성별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 다.

SPSS Statistics version 22(IBM, NY, USA)를 사용하여,

Kolmogorov-Smirnov검정,Shapiro-Wilk검정을 통한 정규성 검정

을 시행한 이후,정규성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 와 성별의

명목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도출된

유의수 은 0.05이하로 검증하 고,Bonferroni’smethod를 통해 사

후 분석을 시행하 다. 한 연령과 각 측정치가 서로 상 이 있는

지 알아보기 하여 Pearson상 분석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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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과

1.최 강도 측정값

세 성별에 따른 최 강도 측정값은 청년 남성의 경우 평

균 46.7kPa(sd=10.2),청년 여성의 경우 평균 32.1kPa(sd=7.9),

년 남성의 경우 평균 40.9kPa(sd=9.3), 년 여성의 경우 평균

36.9kPa(sd=8.6),노년 남성의 경우 평균 35.2kPa(sd=9),노년 여

성의 경우 평균 34.5kPa(sd=6.9)이다(표 1).

모든 세 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으며,남성의 경

우 20-39세가 가장 높고,여성의 경우 40-59세가 가장 높았다.측정

값은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만족함을 확인하 고,최

강도의 세 성별에 따른 계를 알아보기 해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와 성별의 상호작용에 한 유의수 이 0.001로 나

타났다(표 2).주 효과에 한 해석에서,세 와 성별의 경우 결과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각 p=0.041,p=0.000).하지만 세 간 분석에

서는 사후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2. 지구력 측정값

세 성별에 따른 지구력 측정값은 청년 남성의 경우 평균

28.8 (sd=12.6),청년 여성의 경우 평균 20.8 (sd=13.5), 년 남

성의 경우 평균 17 (sd=8.5), 년 여성의 경우 평균 15.3

(sd=5.2),노년 남성의 경우 평균 15.8 (sd=6.7),노년 여성의 경우

평균 17.9 (sd=8.1)이다(표 1).

60세 이상을 제외한 세 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

으며,남성의 경우 20-39세가 가장 높고,여성의 경우 한 20-39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측정값은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만족

함을 확인하 고, 지구력의 세 성별에 따른 계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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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와 성별의 상호작용에

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2).따라서 세 와 성별의

주 효과에 한 해석을 시행하 다.먼 세 의 경우 유의수 이

0.000으로 나타나 지구력은 세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사후 분석 결과 청년과 년,청년과 노년의 결과

값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각 p=0.000,p=0.001).성별의 경우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3.최 입술 강도 측정값

세 성별에 따른 최 입술 강도 측정값은 청년 남성의 경우

평균 11.6kPa(sd=3.0),청년 여성의 경우 평균 11.4kPa(sd=3.8),

년 남성의 경우 평균 11.4kPa(sd=4.2), 년 여성의 경우 평균

11.1kPa(sd=5.1),노년 남성의 경우 평균 14.5kPa(sd=3.9),노년

여성의 경우 평균 11.7kPa(sd=2.6)이다(표 1).

모든 세 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으며,남성의 경

우 60세 이상이 가장 높고,여성의 경우 한 60세 이상이 가장 높

았다.측정값은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만족함을 확인하

고,입술 강도의 세 성별에 따른 계를 알아보기 해 이원분

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와 성별의 상호작용에 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2).따라서 세 와 성별의 주 효과에 한

해석을 시행한 결과 세 와 성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4.입술 지구력 측정값

세 성별에 따른 입술 지구력 측정값은 청년 남성의 경우 평

균 41.1 (sd=23.9),청년 여성의 경우 평균 22.4 (sd=21.7), 년

남성의 경우 평균 24.3 (sd=10.3), 년 여성의 경우 평균 30.5

(sd=13.4),노년 남성의 경우 평균 24.9 (sd=11),노년 여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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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2.8 (sd=7.6)이다(표 1).

40-59세 집단을 제외한 세 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으며,남성의 경우 20-39세가 가장 높고,여성의 경우 40-59세

가 가장 높았다.측정값은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만족함을

확인하 고,입술 지구력의 세 성별에 따른 계를 알아보기

해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와 성별의 상호작용에 한

유의수 이 0.001로 나타났다(표 2).주 효과에 한 해석에서,세

별 결과의 유의수 은 0.002로 유의성이 있었고,사후 분석 결과

년과 노년,청년과 노년의 측정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각

p=0.046,p=0.001).성별의 경우 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5).

5.최 뺨 강도 측정값

세 성별에 따른 최 뺨 강도 측정값은 청년 남성의 경우 평

균 24.5kPa(sd=4.6),청년 여성의 경우 평균 20.5kPa(sd=4.3),

년 남성의 경우 평균 25.2kPa(sd=6.4), 년 여성의 경우 평균

21.2kPa(sd=5.5),노년 남성의 경우 평균 22.4kPa(sd=5.3),노년

여성의 경우 평균 18kPa(sd=4.8)이다(표 1).

모든 세 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으며,남성의 경

우 40-59세가 가장 높고,여성의 경우 한 40-59세 이상이 가장 높

았다.측정값은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만족함을 확인하

고,뺨 강도의 세 성별에 따른 계를 알아보기 해 이원분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와 성별의 상호작용에 해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05)(표 2).따라서 세 와 성별의 주 효과에 한

해석을 시행하 다.먼 세 의 경우 유의수 이 0.030으로 나타나

뺨 강도는 세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후

분석 결과 년과 노년의 측정값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30).

성별의 경우 유의수 이 0.000으로 나타나 성별 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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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뺨 지구력 측정값

세 성별에 따른 뺨 지구력 측정값은 청년 남성의 경우 평균

47.8 (sd=24.4),청년 여성의 경우 평균 43.9 (sd=25), 년 남성

의 경우 평균 27.3 (sd=11.3), 년 여성의 경우 평균 20

(sd=14.6),노년 남성의 경우 평균 21.7 (sd=14.5),노년 여성의 경

우 평균 17.2 (sd=11.4)이다(표 1).

모든 세 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으며,남성의 경

우 20-39세가 가장 높고,여성의 경우 한 20-39세 이상이 가장 높

았다.측정값은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만족함을 확인하

고,뺨 지구력의 세 성별에 따른 계를 알아보기 해 이원분

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와 성별의 상호작용에 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2).따라서 세 와 성별의 주 효과에 한

해석을 시행하 다.먼 세 의 경우 유의수 이 0.000으로 나타나

뺨 강도는 세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후

분석 결과 청년과 년,청년과 노년의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각 p=0.000,p=0.000).성별의 경우 유의수 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Pearson상 분석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연령과 뺨 지구력(-0.486), 강도와 뺨 강

도(0.429), 지구력과 뺨 지구력(0.588)이 보다 높은 상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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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고찰

본 연구는 IOPI를 이용한 한국 정상인의 최 강도, 지구력,

최 입술 강도,입술 지구력,최 뺨 강도,뺨 지구력을 측정하고,

세 성별에 따른 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그 결과 세 별로

는 최 입술 강도를 제외한 최 ,뺨 강도 그리고 ,입술

뺨의 지구력에서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성별로는

최 강도,입술 지구력,최 뺨 강도의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연령과 뺨 지구력, 강도와 뺨 강

도, 지구력과 뺨 지구력 측정치 사이에 다른 항목에 비하여 보다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강도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많이 측정하 지만,그 에

서도 가장 많은 표본을 상으로 세 를 더 세분하여 측정한 Janet

al.의 연구5에 의하면,청년 남성 집단은 57.1kPa,청년 여성 집단은

47kPa, 년 남성 집단은 53kPa, 년 여성 집단은 47.3kPa,노

년 남성 집단은 37kPa,노년 여성 집단은 34kPa의 강도를 나타내

었는데,본 연구에서 측정된 강도의 경우,청년 남성 집단에서

46.7kPa,청년 여성 집단에서 32.1kPa, 년 남성 집단에서 40.9

kPa, 년 여성 집단에서 36.9kPa,노년 남성 집단에서 35.2kPa,

노년 여성 집단에서 34.5kPa로,남성의 경우 세 에 따른 감소 경

향이 일치하고,여성의 경우 년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향도 일

치했다.하지만 체 인 수치는 한국인이 략 10kPa정도씩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미국인을 상으로 한 Clarketal.의 연구3에 의

하면, 의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각 최 강도를 측정한 것

더 높은 강도를 보인 의 앞부분의 경우,청년 집단은 평균 55.8

kPa, 년 집단은 평균 62.8kPa,노년 집단은 평균 51.0kPa을 나

타내었는데,본 연구에서 측정한 수치는 청년 집단은 평균 39.4kPa,

년 집단은 평균 38.9kPa,노년 집단은 34.8kPa로,두 연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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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년 집단이 청년 집단보다 크거나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노년 집단의 경우 최 강도 측정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이는 노화의 향으로 생각된다.

한, 지구력의 경우 Janetal.의 연구5에 의하면,청년 남성

집단은 28.7 ,청년 여성 집단은 26.9 , 년 남성 집단은 28.8 ,

년 여성 집단은 18.3 ,노년 남성 집단은 21.7 ,노년 여성 집단

은 15.4 의 측정치를 나타내었는데,본 논문의 경우 청년 남성 28.8

,청년 여성 20.8 , 년 남성 17 , 년 여성 15.3 ,노년 남성

15.8 ,노년 여성 17.9 로,노년 여성을 제외하고는 체로 세

성별에 따른 경향성과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Vitorino

etal.의 연구4나 Lazarusetal.의 연구6에서 제시한 데이터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하지만 다른 연구7,8,9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지구력 값은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 다.

최 입술 강도를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Clarketal.의 연구

에서 미국인 171명(18-89세)을 상으로 측정한 결과 청년 집단에서

27.5kPa, 년 집단에서 27.0kPa,노년 집단에서 31.9kPa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본 논문에서 측정한 청년 집단 11.5kPa, 년 집

단 11.3kPa,노년 집단 13.1kPa과 비교하 을 때,청년 집단과

년 집단의 수치는 비슷하다가 노년 집단에서 증가하는 경향성이 비

슷하게 나타나지만, 반 인 수치는 한국인이 략 15kPa정도씩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뿐 아니라 입

술만으로 다무는 것이 교육되지 않은 상자들에게는 앞니를 이용

해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 측정 상의 오류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입술 지구력의 경우 아직까지 세 성별에 따른 데이터가 충

분히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연구와의 비교는 어려우나,트럼펫

연주자와 일반인 간 입술 지구력을 비교한 Laurenetal.의 연구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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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략 인 평균치는 트럼펫 연주자의 경우 284 ,일반인의

경우 98 를 언 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입술 지구력의 체 평

균값이 26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이 연구의 상자의 수가

28명이며,조사 상자의 나이 가 평균 20 라는 이 고려되어야

한다.그리고 Robinetal.의 연구11에 의하면 트럼펫 연주자나 토론

가 등 매우 기술이 발달한 사람에게서 지구력을 찰한 결과

정상인에 비해 상당히 큰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 뺨 강도의 경우 Clarketal.의 연구에서 미국인 171명(18-89

세)을 상으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청년 집단에서 30.8kPa,

년 집단에서 33.9kPa,노년 집단에서 29.0kPa의 값을 나타내고 있

으며,본 논문에서 측정한 청년 집단 22.5kPa, 년 집단 23.2kPa,

노년 집단 22.0kPa과 비교하 을 때, 년 집단이 더 높고 노년 집

단이 더 낮은 경향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반 인 수치는

한국인이 략 8kPa정도씩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뺨 지구력의 경우도 Laurenetal.의 연구10에 따르면,정상인의 경

우 106 정도가 나온다고 하 으나,본 연구에서는 체 평균값이

29.6 정도로 나타나는데,본 연구와 달리 이 연구의 상자의 수

가 28명이며,나이가 평균 20 라는 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술 뺨의 기능을 변하는 강도나 지구력이 발음과 작,

연하와 같은 기능과 상 계가 있다는 것에 기 하여,해당 부 에

치료를 받았던 환자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시카고 학

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보고된 Lazarusetal.의 연구12에 따르면 구

강 구인두 암 환자를 상으로 화학방사선요법 치료를 했을 때

치료 과 후 1,3,6,12개월에 변화되는 의 강도와 연하작용에

한 실험을 하 는데,치료 직후 약간의 최 강도 감소가 있었

으나 6개월에서 12개월 후 상당한 회복이 찰된다고 하 다.뉴욕

학교 의과 학 이비인후과에서 보고된 Lazarusetal.의 연구1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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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두경부 암 환자와 정상인의 연하 시,환자에서 강도와

인두의 구조 움직임이 감소되므로 근생리학 인 골격근 강화

로그램과 강도와 연하 작용에 있어 강화 운동 로그램이 필

요함을 설명하고 있다.그리고 벨기에 Ghent 학병원 성형외과에서

보고된 Kristianeetal.의 연구14에 의하면 변형된 Millard수술법으

로 입술 수술이 태생 5.5개월경에 시행된 단측성 구순구개열 환자

25명(평균나이 10.6세)에서 IOPI를 이용한 입술과 의 힘과 지구력

을 측정하 는데,정상인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

을 제시해 주었다.

IOPI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장치가 ,입술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소개되었다.Leeetal.의 연구15의 경우 스트 인 게이지

로드 셀(Strain gauge load cell)인 BCL-3L(CAS,Seongnam,

KOR)을 이용하여 의 앞쪽,왼쪽,오른쪽 외측의 의 강도를 쟀

고,Yoshikawaetal.16은 3가지 유형의 강도 측정 장치를 비교했

는데,하나는 IOPI,다른 하나는 3개의 벌 를 가진 장치이며,나머

지 하나는 새로운 장치로 최 강도와 연하 시 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들이 새로 개발한 장치와 다른 장치와의 비

교를 통해 유용성을 검증하 다.하지만 IOPI는 크기가 작아 휴 성

이 좋고,사용법이 간단할 뿐 아니라 지구력 측정도 가능하고, 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향후 연구에서는 정상인이 아니라 결손 는

재건된 환자의 와 입술 뺨에 한 강도와 지구력 측정치를 구

하고,수술 과 후 1,3,6,12개월로 나 어 와 입술 뺨에

해 수치들을 측정하는 연구를 하여, ,입술 뺨과 련된 특성

을 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진행하 기 때문에, 국 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IOPI와 연 되어 ,입술 그리고 뺨의 강도

지구력이 발음, 작 연하와 어떠한 상 성을 보이는지에

한 추가 인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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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정상인 120명의 세 성별에 따른 최

,입술 뺨의 강도와 지구력을 측정하 고,기존의 발표된 연구

들과 비교하여 한국인의 특성을 분석하 다.그 동안 환자의 주

인 증상으로만 진행되었던 ,입술,뺨의 기능에 한 연구가,IOPI

장비를 이용하여 객 으로 수치화된 결과를 통해 진행된다면,본

연구는 향후 진행될 많은 연구들의 참고 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뺨에서 측정한 강도와 지구력의 데이터는 재까지 많지 않아

본 연구를 석으로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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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아이오와 구강 수행 기구

Figure1.TheIowaOralPerformanceInstrument.

Note.From IOPIMedical.Copyright2011IOPIMedicalLLC.

그림 2. 측정 치

Figure2.Positionoftonguemeasurement.

(http://www.iopimedical.com/Tongue_Strength.html)

그림 3.입술 측정 방법

Figure3.Manneroflip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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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연령,최 ,입술,뺨 강도와 지구력 측정치의 상

Figure4.Correlationbetweenage,maximaltongue,lipand

cheekstrengthandendurance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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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강도
지구력

최

입술

강도

입술

지구력

최

뺨

강도

뺨

지구력

20–39세

남성

(n=20)

46.7

(10.2)

28.8

(12.6)

11.6

(3.0)

41.1

(23.9)

24.5

(4.6)

47.8

(24.4)

여성

(n=20)

32.1

(7.9)

20.8

(13.5)

11.4

(3.8)

22.4

(21.7)

20.5

(4.3)

43.9

(25)

40–59세

남성

(n=20)

40.9

(9.3)

17

(8.5)

11.4

(4.2)

24.3

(10.3)

25.2

(6.4)

27.3

(11.3)

여성

(n=20)

36.9

(8.6)

15.3

(5.2)

11.1

(5.1)

30.5

(13.4)

21.2

(5.5)

20

(14.6)

60세 이상

남성

(n=20)

35.2

(9.0)

15.8

(6.7)

14.5

(3.9)

24.9

(11)

22.4

(5.3)

21.7

(14.5)

여성

(n=20)

34.5

(6.9)

17.9

(8.1)

11.7

(2.6)

12.8

(7.6)

18.0

(4.8)

17.2

(11.4)

표 1.최 ,입술,뺨 강도와 지구력 평균 표 편차(kPa)

Table1.Descriptivestatisticsofmaximaltongue,lip,cheek

strengthandendurance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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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강도

지구

력

최

입술

강도

입술

지구력

최

뺨

강도

뺨

지구

력

Two-way

ANOVAtest

세 .041 .000 .070 .002 .030 .000

성별 .000 .150 .117 .005 .000 .107

세 *성별 .001 .063 .246 .002 .981 .891

Post-hoc

analysis

청년 vs. 년 .964 .000 .963 .439 .820 .000

년 vs.노년 .098 .935 .087 .046 .030 .551

청년 vs.노년 .055 .001 .150 .001 .123 .000

표 2.이원분산분석 사후 분석

Table2.Two-wayANOVAtestandPost-hoc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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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강도 지구력

입술

강도

입술

지구력

뺨

강도

뺨

지구력

연령 1

강도 -.156 1

지구력 -.279** .185* 1

입술 강도 .082 .242** .208* 1

입술

지구력
-.232* .304** .211* .026 1

뺨 강도 -.094 .429** .207* .126 .197* 1

뺨 지구력 -.486** .351** .588** .240** .209* .189* 1

**:상 계수는 .01수 에서 유의

* :상 계수는 .05수 에서 유의

표 3.연령,최 ,입술,뺨 강도와 지구력 측정치의 상

Table3.Correlationbetweenage,maximaltongue,lipandcheek

strengthandendurance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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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ementofMaximal

Tongue,LipandCheek

StrengthandEndurance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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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wastomeasuremaximalstrength

andendurancescoresoftongue,lipandcheekaccordingtoage

and genderforestablishing aKorean normaladultnormative

dataforIowa OralPerformanceInstrument,and examinethe

correlationofthosescores.

Theresultsshowed that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of

genderexceptformaximallipstrengthscores.Therewerealso

significantdifferences ofage in maximaltongue and cheek

strength and lip endurancescores.The data willprovidean

importantdatabasefortheclinicianwiththepurposeofdiagnosis

andtreatmentoftongue,lipandcheekdysfunction.

………………………………………

keywords:IOPI,Korean,Tongue,Lip,Cheek,Strength,

End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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