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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입체감각인식의 특성에 관한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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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tereognosis is a function recognizing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ize and shape, of objects in the mouth
by integrating the senses with movement. As a child grows up, this function develops gradually but is reduced by
aging and neurological damage, such as a stroke. In addition, it may affect the swallowing function in the oral phase
of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The shape and size of an intraoral bolus provide sensory information that is important for swallowing. Therefore, oral stereognosis is important for safety during eating and drinking. Oral stereognosis is designed for evaluation using two-dimensional or three-dimensional shapes of various sizes, and the accuracy or response rate is scor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method of standardized examina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training method for promoting the recovery of the oral sensory function. The
method should also aim to recover the oral stereognostic ability through a larger number of subjects and diseases
in the future. (JKDS 2020;10: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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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감각입력은 이전 감각과 비교하여 입안의 물체를 식별하기
3

때문에 인지기능과도 관련성이 있다 . 또한 촉각 피드백은
구강내 음식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저작을 위해 음

삼킴과 말하기를 위해서 정상적인 구강 운동기능과 구강
1

내 감각 피드백은 중요한 요소이다 . 음식물을 구강에 넣게

식물의 재질이나 크기에 따라 주어야 하는 적절한 힘의 정

되면 시각적인 피드백 보다는 음식물이 닿는 혀, 입술, 치

도를 알 수 있게 한다 . 따라서 입안에서 음식물의 크기와

아, 볼, 입천장 등 구강내에서 체성감각만을 이용하여 탐색

모양을 아는 것은 구강기와 인두기 등 대부분의 연하단계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식물의 크기나 모양에 대한 감각

서 중요하다 .

1

4

2

정보를 지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 따라서 입안에서 음식물

신경학적, 구조적 손상 혹은 노화로 인해 연하장애가 발

이나 물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동 기능뿐 아니라

생하게 되면 구강을 통해 크기나 모양을 지각하는 것이 감

형태를 식별하는 감각기능을 요하게 되며 구강내로 들어온

소하거나 혀나 연구개에 감각 정보가 저하되기 때문에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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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는 동안 입술과 혀, 치아의 협응 및 조절이 저하될
5

유수용성감각을 제공하며, 치주인대(periodontal ligament),

수 있다 . 이러한 불충분한 구강감각의 결과로 음식덩어리

치조점막(alveolar mucosa), 잇몸, 턱뼈에 위치한 기계적

의 형성과 이동이 어렵고 입안에 음식물이 남게 되어 정상

자극수용기(mechanoreceptors) 외부 부하(loading)에 의

1

적인 삼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 본 문헌고찰에서는

한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제공한다. 구강 점막의 기계적자극

구강 입체감각인식에 대해 현재까지 보고된 근거와 평가방

수용기는 입체 감각인식이나 운동감각(kinesthesia)과 같

법과 함께 임상적으로 가능한 치료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

은 감각과 관련된다 . 입안에 있는 삼차신경 수용기는 입안

다.

12

에 놓여진 음식물의 특징들 즉, 모양, 크기, 부피, 질량, 위
치, 온도, 두점 구별(two point discrimination)을 감지할
13

본론

수 있다 .
입안의 감각 수용기는 음식덩어리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1. 개요

브로드만 영역을 포함한 고위피질 센터로 전송한다 . Fujii

1) 입체감각인식의 정의

등은 젊은 성인에서 fMRI를 사용하여 구강 입체감각인식과

14

입체감각인식은 시력의 도움 없이 촉각을 이용해 물체의
6

관련된 뇌 영역을 보고하였으며, 일차 체성 감각 영역, 일차

형태, 크기, 온도, 재질을 인식하는 것으로 촉각 자극의 감

운동 영역, 전운동영역, 보조운동영역, 방추형이랑(fusi-

지뿐만 아니라 손안의 모든 감각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더

form gyrus), 전두극영역(frontopolararea), 후외측전두전

7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이 활성화 되는 것

복잡한 지각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7

구강 입체감각인식은 입속으로 들어온 물체를 입술과 혀

을 확인하였다 . Kagawa 등은 음식물의 모양과 점성에 따

로 정교하게 식별하는 것으로 1930년대 맹인 식물학자가

라 삼킴 운동 프로그램이 적절히 조절될 수 있다고 하였는

꽃과 식물의 부위를 식별하기 위해 입술을 사용하던 것에서

데 근적외 분광 분석법(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에 사람을 대상으

scopy, fNIRS)을 이용하여 구강내 감각 정보를 분석한 결

8

로 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 1967 신경학적 손상을 가진 아

과 두정엽과 후두엽에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을 대상으로 저하된 턱 움직임과 입술폐쇄, 침흘림이 구

또한 기존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볼 때 삼각형이나 원형

강 입체감각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감각 이상으로 비

등 익숙한 도형은 전전두엽과 두정엽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9

정상적인 기능을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 .

익숙하지 않은 모양은 두정엽과 후두엽을 활성화 시칸다고
15

이후에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오늘날 사용되는 구강

하였다 . Kawagishi 등의 연구에서도 구강으로 모양을 탐

입체감각인식의 정의가 정립되었는데, Arndt (1970)는 시

색하는 동안 뇌활성화가 이루어짐을 보고하였는데, 정상 성

각 정보 없이 구강내에 놓인 물체의 모양과 형태를 구강 탐

인에서는 전두엽에 활성화를 보였지만 노인에서는 활성화

10

색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 Fujii 등은

되는 정도가 적고 특히 전전두엽 반응이 저하 될 수 있다고

구강점막, 혀, 치주막, 근방추와 건에 있는 감각 수용기를

하였다 .

이용하여 음식을 씹고 탐색하는 동안 입안에 놓인 음식물의
크기, 위치, 특징을 구별해 낼 수 있도록 구강내 감각을 통
7

합하게 되는 지각의 영역이라 하였다 .

2) 신경학적 기전

4

2. 입체감각인식의 특성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특성
(1) 연령에 따른 차이

시각과 촉각에 의한 감각입력은 신체에 대한 지각적 정

구강 입체감각인식의 발달은 약 8세경 시작되어 10대 초

보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구강에서는 시각은 최소한의 역할

반에 완성되며, 노화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 Ikebe 등의

을 하고 촉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피부, 근육, 치

연구에서도 청년에 비해 노인은 입안에 넣은 도형을 인식하

아와 같은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구강은 체성감각계로

는 정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반응을

되어 있으며 우리의 몸에서 말초 수용기(peripheral re-

보일 때에도 젊은 성인은 제시된 모양과 유사한 모양을 선

16

ceptors)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

택하는 반면, 노인은 관련성이 없는 모양을 선택하는 경향

한 풍부한 감각 수용은 먹고, 삼키고, 말하기 위한 감각 운

이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전반적으로 노인은 젊은 성인에

동 조절에 있어 중요하다. 구강의 체성감각은 위턱이나 아

비해 반응률이 유의하게 감소하기도 하지만 모양에 따라서

래턱과 함께 작용하여 구강 조직의 능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11

생성된다 . 근방추와 턱관절은 움직임과 위치에 관련한 고
JKDS Vol. 10, No.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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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인에서 구강 입체감각인식이 저하되는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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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노화에 따라 구강내 입체적인
모양을 인식하는 민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인데 80세를 전후
로 입술의 진동감각과 촉각에 감소가 나타나고, 입술과 볼
18

에 두점 식별 감각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있다 .
이러한 원인은 혀나 연구개에 입력되는 감각 정보가 저하되
는 것으로 감각 입력에 따른 신경 전달 속도가 저하되기 때
1

문이다 .
둘째로 모양을 구별해 내기 위해서는 감각 기억이 필요
한데 노화로 인해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물체를 인식하는 반응 시간을 지연시
19

키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셋째, 구강내에서는 촉각외에 감각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구강내 움직임의 상태가 중요하다. 정상적으로 물체를 인식
하기 위해서는 입술, 혀, 치아의 원활한 움직임이 필요하고,
감각 조절을 통해 정상적인 수의적 움직임패턴이 나타나게

Fig. 1. Test pieces of oral stereognosis test.

20

된다 . 그러나 구강 운동능력이 노화에 따라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구강 입체감각인식을 저하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
21

는지를 평가하였을 때 만져진 곡선의 모양의 차이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전연령에서 전반적으로

게 되었을 것이다 .
(2) 성별에 따른 차이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25. Kawagishi 등은 정상인

촉각의 임계값은 남녀에서 유사하여 청소년과 노인을 포

269명을 대상으로 미국 국립 보건 협회(American Na-

함한 성인에서는 구강 입체감각인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개발된 구강 입체감각인식

22

관찰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의 경우 7세에서 11세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한 결과 볼록형 그룹에 속

아동의 구강 입체감각인식을 검사 한 결과, 남아보다는 여

한 조각은 그룹내의 다른 조각으로 잘못 식별하는 경우가

아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나이와 성별의 상호 작용

많았고, 오목형 그룹 또한 서로 잘못 식별하게 되어 다른

23

은 유의하지 않았다 .

도형들에 비해 정답률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

2) 물체의 모양에 따른 특성

였다16.

혀는 입속에 들어온 물체의 모양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구별해
내기 어려운 것이 있다.

3) 삼킴기능과 관련한 특성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서 연하장애에 대한 평
가와 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첫째, 특징이 있는 물체는 구강 식별을 용이하게 하지만

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운동능력에 초점이

유사도가 높은 평이한 모양들은 서로 구별해 내기 어렵다.

맞춰져 있으며 움직임에 대한 감각 피드백이나 감소된 저작

혀는 모서리를 탐색하여 얻은 정보를 단서로 평가 조각을

능력과 관련된 구강 감각 능력의 저하는 치료 대상에서 간

인식한다. 예를들어 정상적인 구강 입체감각인식이 있는 경

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식사 및 삼키는 장애

우 별 모양은 다수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 특이한 모양으로

가 있는 환자의 구강 감각과 운동능력에 대한 평가 및 치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인식하기 쉽고 판별이 용이하

는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하며, 감각 기능의 회복 역시

다. 그러나 모양 단서를 인식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한 경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우 식별이 어렵게 된다. 또한 정상적인 입체감각인식이 있

다6,26.

더라도 너무 복잡한 모양은 구별하기 어렵다.(Fig. 1)

(1) 혀의 운동능력과의 관련성

둘째, 직사각형 모양에서 판별은 긴변과 짧은변의 차이

삼키는 동안 구강 입체감각인식에 있어 혀는 매우 중요

가 감소하여 길이의 차이가 줄어들고 혀의 접촉 면적이 증

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증거로 입천장을 의치로 덮은 경우

가하게 되면 감각 정보가 증가하여 모양 인식이 향상 될 가

에도 구강 입체감각인식의 반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21,24

능성이 높다

.

셋째, 혀로 볼록형 또는 오목형 조각간에 차이를 구별하

나 구강 내 형태 인식에 필요한 감각 정보의 입력이 주로
혀를 통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20-22. 따라서 혀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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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된 경우 삼킴수행을 위한 운동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
강 입체감각인식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35

다 .
삼킴과정 중 영향을 미치는 인지기능은 저작 기능과도

Han 등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비디오투시조영검사

연관성이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였는데 음식물을 씹

를 이용하여 삼킴기능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를

는 동안 뇌혈류량이 증가하게 되어 인지기능과 중요한 연관

연구하였는데 혀 기능과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성이 있다

27

36-38

.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저작기능과 인지기능

였다 . 또한 구강내 잔여물, 조기 소실(premature spillage),

을 조사한 연구에서, 치아 개수가 많고 저작하는 능력이 좋

구강내 통과시간 지연 등은 혀의 활동 범위와 좌우 움직임

은 경우 인지저하의 진행이 의미있게 낮게 나타났고 , 인지

저하 등의 운동 능력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얻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서 씹는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많아

어지는 감각 피드백은 운동 조절 및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저작 능력의 저하로 인지 손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8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Teismann 등의 연구에서도 뇌

34

39

또한 저작은 일시적인 기억력(episodic memory), 언어 유

졸중과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비디오투시조영검사를 통

창성(verbal fluency), 정신적 기능(psychomotor func-

해 구강 입체감각인식을 비교한 결과 흡인을 보이는 환자에

tion), 지연된 단어 회상(delayed word recall)을 포함한 다

서 구강 입체감각인식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이는 결과적

양한 인지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 이

으로 구강으로의 영양섭취 정도와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러한 기능들은 대뇌피질과 해마에서 조절되고 저작은 해당

신경퇴행성질환을 가진 환자는 구강 통과시간이 지연되거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 및

나 삼킨 후 구강내 잔여물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 또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tion emission topography)을 사

운동 기능 뿐 아니라 구강 입체감각인식의 저하와 관련될

용한 연구에서 저작을 할 때 체성감각영역, 보조 운동 영역

29

것으로 여겨진다 .

36

및 시상과 소뇌 등 다양한 영역의 대뇌 혈류량이 증가 되는
40

(2) 저작능력과의 관련성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 게다가, 저작하는 동안 혈액내의

저작 효율성이란 음식을 잘게 나누기 위해 씹는 횟수로

산소 수치가 전전두엽 피질과 해마에서 증가했는데, 이는
41,42

나타낼 수 있다. Hirano 등은 치과적 문제가 없는 젊은 성

학습과 기억 과정에 필수적인 영역이다

인을 대상으로 저작 효율성과 구강 입체감각인식과의 관련

뇌혈류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광범위한 인지 영역에 영향을

성을 연구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저작능력에 있어서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

30

구강의 감각운동능력 기능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 다른

. 저작에 의해서

43

5) 질환과 관련된 특성

연구에서도 노인과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입천장을 많이 덮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발병율이 높은 뇌졸중과 파킨

지 않는 의치를 제공하였을때 구강 입체감각인식과 저작에

슨 환자를 대상으로하는 삼킴장애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32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 따라서 구강내 감

이들 질환에 대한 구강 입체감각인식의 연구가 진행되어졌

각 운동 기능의 저하는 저작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는데, 정상인의 경우 입안에 놓인 형태에 대해 매우 적은

33

구강 입체감각인식의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차이라도 잘 인식할 수 있지만, 뇌졸중 환자는 정상인에 비

4) 인지기능과의 관련된 특성

해 정답율에 있어 3배 정도 오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

44

구강 입체감각인식은 인지능력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

또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비디오투시조영검사를 통해

는데 입안에 있는 도형을 탐색하는 동안 fMRI를 통해서도

구강 입체감각인식과 삼킴기능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구

전전두엽의 활성화를 확인 하였으며 이는 고위 인지 기능과

강 입체감각인식이 감소하고 이는 구강 단계의 저하를 발생

관련된 부분이다. 동시에 후외측전전두피질(dorsolateral

시키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 최근에 시행된 파킨슨

prefrontal cortex)도 활성화를 보였으며 이는 작업기억을
7

45

병 환자에 대한 구강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에서도 구

조절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다 . Fukutake 등은 69세에서

강 입체감각인식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71세 노인 987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지 검사 도구인

발견하였고, 질병의 중증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구강내 물체

몬트리올 인지평가(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

인식 기능은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따라서

와 구강 입체감각인식 기능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유의

신경학적 뇌손상이 있는 환자에서 구강감각인식의 저하가

34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뇌졸중 환자를 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구강기 지연으로 이어져 삼킴기능에 영

상으로 한 Moon 등의 국내 연구에서도 간이정신상태검사

향을 줄 수 있다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를 이용한 인지

적으로 구강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진 입술 갈림증(cleft

검사와 구강 입체감각인식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lip)과 입천장 갈림증(cleft palate), 구강 건조 환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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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구강 입체감각인식 기능

각을 넣어 식별하도록 하였는데 학습효과를 방지하기 위하

에 유의한 차이점가 없었고, 혀절제를 한 환자에 대해서는

여 시행방법을 미리 연습하지 않았다

44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

11,30

. 검사 조각이 목구

멍에 질식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조각에 직경
11,16

0.2 mm의 얇은 치실을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3. 평가 방법

.(Fig. 2)

검사순서로는 대상자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혀를 내밀면 실

구강 입체감각인식 평가는 여러가지 모양의 조각을 입안
에 넣고 시각적인 보조 없이 다양한 모양과 표면을 가진 물
46

체를 식별해내는 검사이다 . 이 때 혀에 접촉된 시험 조각

험자는 검사 조각 중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해서 혀의 중앙
에 놓는다. 이후 대상자는 치아나 잇몸을 사용하지 않고 혀
를 움직여 그 모양을 인식하고, 검사 조각이 그려진 2D 사

의 모서리, 각도 및 대칭 혹은 무게감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구강 입체감각인식의 단서를 제공받는데 이러한 감각 정보
47

를 조합하고 통합하여 모양을 식별하게 된다 .
구강 입체감각인식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평가도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모양의 입체성, 개수, 크기, 재질 등
을 다양하게 변형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평가도구의 선
정에서 있어 각 연구마다 검사 조각의 개수와 형태의 차이
가 있어 평가도구의 특징은 Table 1에 요약하여 정리하였
11,13,30,33,34,44,47-50

다

.

Hiroto와 Taiga의 저서에는 구강 입체감각인식에 관한
24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소개 되어있다 . 가장 흔히 사용 되
는 형태는 미국 국립 보건 협회에서 제시한 13 mm 길이와
2 mm 두께의 삼각, 사각, 원, 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16,33,51

20개의 아크릴수지(acrylic resin)를 사용하는 것이다

.

평가는 조용한 방에서 실험 대상이 똑바로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시작한다. 다른 연구에서와 같이 구강 안에 검사 조

Fig. 2. Stereognostic test sample (one of the circle shaped group).

Table 1. Test piece characteristics.
Author (yr.)

Form

Joseph, et al. (1979)47
13

2D

Number
20

Length

Thickness

10-14

5

Raw carrots

Embossed
Ball

Leung, et al. (2002)44

2D

10

10

4

2D

12
8
8
12
8
12
8
5

3
2
5
3
2
3
3
5

Metal

8

2

Acrylic resin

Patel, et al. (2010)

2D

Dalaya (2014)50

3D

Large6
Small6
12
Large6
Small6
Large6
Small6
20

2D

6

Hirano, et al. (2004)

49

2D
2D

Boliek, et al. (2007)
33
Ikebe, et al. (2007)
11

34

Fukutake, et al. (2019)

2.5, 3, 4, 5, 6, 7, 8
2, 3.97, 4.76, 6.35, 7.94,
9.53, 11.1, 15.0 diameter

Material

Steele, et al. (1999)
Engelen, et al. (2002)48

30

7
8

Size (mm)

Steel, Nylon,
PTFE*
Polypropylene
Acrylic resin
Raw carrots
Acrylic resin
Acrylic resin
Metal

Scoring
Number of correctly identified
Mean time
Mean letter height until the 8th
Correct: 0
Under: −1
Over: +1
3 points scale
Response time
2 points scale
3 points scale
3 points scale
Response time
3 points scale
Response time
3 points scale
Response time
3 points scale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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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진 혹은 입체 모형에서

인식한 모양을 선택한다. 모든 조
45

각을 평가하고 난 후 검사가 끝이 난다 . 평가 결과는 3점

는 종이에 그려진 이차원적 그림에서 입안에 넣은 도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몇 차례 더 진행한 후 중간 난이도와 어려

척도를 주로 사용하며 정확한 반응은 ‘2점’, 비슷한 다른 도

운 난이도의 도형을 식별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훈

형을 선택 시 ‘1점’, 전혀 다른 도형을 선택하면 ‘0점’으로

련을 통하여 구강 입체감각인식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16,30,33,49

기록하였다

16

수 있었다 . Hwang 등은 연하장애를 가진 뇌졸중 환자를

.

몇 가지 조각만 선정하여 검사하여도 결과는 유사하기

대상으로 구강내 형태 재인지에 대한 신경인지재활치료를

때문에 삼각형, 원, 사각형의 일부를 이용하기도하고 도형

시행하였는데 훈련 후 혀의 평균 압력이 향상 되는 것을 확

13

이외에 알파벳을 식별하도록 하는 검사 도구도 있다 . 이
48

도형들은 주로 이차원적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공이나 정
50

53

인하였고 이는 구강기의 기능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
이 결과를 통해 연하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행동학적인 접근

육면체로 된 삼차원적 형태의 도형도 있다 . 이차원적 형태

법으로 구강 입체감각인식에 대한 훈련이 유용하게 사용될

의 같은 도형을 크기를 다르게 하여 크기에 따른 식별 정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1,33

. 도형의 재료를 바꿔 금속을

연하장애 환자의 구강운동 촉진을 위해 혀 내밀기, 좌우

사용하거나 금속틀로 찍어서 만든 당근조각을 이용하기도

로 움직이기 등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혀 운동이나 씹는

의 차이를 비교하기도 한다
11,30,48

. 검사 결과는 3점 척도를 주로 이용하지만 정확

운동과 비교하였을 때 구강 입체감각인식 훈련은 감각과 관

히 아는 경우 ‘1점’, 정확하지 않은 경우 ‘0점’의 2점 척도를

련된 뇌 영역의 활성을 증가시켜 뇌신경 가소성을 유도 할

한다

30

35

구 형태의 조각을 검사하는 경우

수 있다 . 입안에 들어 있는 음식물 조절을 위해서는 혀,

크기의 정확도를 구별하기 위해 입안에 넣은 모양보다 더

입술, 치아 및 입천정을 느껴야 할 뿐 아니라 물체의 표면도

크게 혹은 더 작게 인식하는지 그 크기의 차이를 기록 하기

감지해야 하기 때문에 구강 입체감각인식은 씹는 능력 만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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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 평가시 반응 속도를 기록하여 속도저하로 인식
11,33,44,50

저하를 예측하기도 하는 등의

22

중요하다 .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구강 입체감각인식 훈

다양한 방법을 시도

련방법 및 효과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표본 크기가 매우 적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표준화 되어 있는 검사도

고, 대상군의 연령대도 한정적이어서 표준화 하기에는 근거

구는 없는 실정이다.

가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구강 입체감각인식에 대한 전

4. 훈련방법 및 효과

를 입증하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프로토콜을 정립하는 것

43

반적인 연령과 질환별 수준을 확인하고, 훈련을 통한 효과

노화 또는 신경학적 손상을 있는 경우 혀를 비롯한 구강

이 필요하다.

내 구조물들의 기능 저하와 함께 구강 입체감각인식의 감소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하장애로 인해 구강 근육의 재

결론

훈련을 목표로 하는 구강 훈련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되
고 적용되고 있으나 구강 감각 기능의 저하를 평가하고 그

정상적인 연하과정에서 입안의 음식물에 대한 크기와 모

결과에 따라 감각을 훈련하는 것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양을 인식하는 능력은 삼킴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구

16

편이다 .

강 입체감각인식은 움직임과 함께 감각기능을 통합하여 구

Shelton 등은 구강 모양 인식 훈련을 통해 구강 입체감각

강내 음식물의 크기와 모양과 같은 특성을 지각할 수 있도

인식 기능이 향상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10명의

록 한다. 음식덩이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적절한 압력을

아동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각 중 하나를 입안에 넣도록

제공하는 동시에 탐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러

하여 10초 동안 탐색하며 도형을 맞추도록 하고, 10초 후

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감각 피드백은 운동 조절과 학습에

입안에 넣었던 도형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연하장애 환

을 3회 시도하도록 하였는데 한 두 번 시도한 것보다 세

자를 치료할 때 입안에 넣은 음식물 특성의 차이를 적절히

번째 시도시 높은 성공률을 보여 구강 모양 인식 훈련에 대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52

한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 66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

구강 입체감각인식은 여러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으로 난이도에 따라 3그룹으로 도형을 나누어 구강 입체감

성장하면서 점차 발달하여 노화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각인식훈련을 시행하였다. 인식하기 가장 쉬운 도형 6개를

뚜렷하다. 또한 모양에 따라 각이 많거나 혀와의 접촉면이

우선 선정한 후 눈으로 살펴 보는 것이 충분히 익숙해 지면

넓을수록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파킨슨과 뇌

입안으로 조각을 넣도록 하였다. 입안에 도형을 넣은 후에

졸중 같은 신경학적인 손상을 가진 환자에서는 구강 입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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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식이 감소하여 구강준비기와 구강기에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하였다. 구강 입체감각인식은 훈련을 통해 기능이 향
상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나 노화나 다양한 질환을 가진
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향후 구강 입체감각인식의 회복을 목표
로 다양한 질환과 더 많은 수의 대상자에 대한 연구를 통하
여 구강 감각 기능의 회복을 촉진하는 체계화된 훈련 방법
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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