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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의 부피, 질감, 맛에 따른 혀의 압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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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Effects of the Volume, Texture and Taste of Foo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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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how changes in the volume, texture, and taste of food affect the variation of
tongue pressure during the swallowing of food in healthy adults.
Methods: Fifty-four healthy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tongue pressure was measured using an 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 (IOPI) during swallowing of food in 54 healthy adults. The food bolus with modified
volumes (3, 5, 10, and 15 ml), textures (water, puree, and cracker), and tastes (pure water, sour taste, sweet taste,
and salty taste) were provided and the variation of the tongue pressure was traced during the swallowing of food.
Results: The tongue pressure changed significantly when the volume of food chunks increased. When the texture of
food was modified, the tongue pressu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swallowing a cracker than when swallowing
water and puree. In addition, the tongue pressure was increased more by a sour taste liquid than pure water or sweet
taste liquid.
Conclusion: When swallowing food, the tongue pressure at the appropriate level is essential for safe swallowing.
Because modification of the volume, texture, and taste of food can induce the variation of tongue pressure, it can be
recommended as an effective therapeutic method that can move food in the mouth. (JKDS 2019;9:61-67)
Keywords: Deglutition, Texture, Tongue pressure, Volume

의 뿌리 쪽은 연구개 쪽으로 상승되어 구강 내 음식물들이
인두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1. 또한 혀는
만들어진 음식덩이를 식도쪽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압력을
생성하는데, 이때 혀의 뒤쪽 부위는 내려가고 혀의 앞쪽과
중간 부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음식덩이를 효율적으

서론
음식물을 삼킬 때 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혀는 음식을 가운데로 모아 주거나 고정시켜
잘 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식물을 삼키는 시점에서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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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로 이동하게 한다 .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혀의 기능은 근육의 기능만으로는
1,2
완성되지 않는다 . 안전한 삼킴을 위해서는 구강으로부터
다양한 자극이 중추신경계로 입력된 이후에 원심성 신호들
4,5
이 뇌신경을 통해 말초로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이
러한 신호를 통해 신경 및 근육을 포함하는 30개 이상의
구조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완
5,6
성된다 . 이러한 과정 중에 혀의 근력 소실, 관련 근육 및
구조물의 위축, 구강 및 인두의 편측 혹은 양측 마비, 감각
소실, 협응 저하, 지구력 저하, 가동 범위 제한 등이 나타나
게 되면 음식물을 씹고, 뭉치고, 안전하게 삼키는데 어려움
을 겪게 된다.
음식물의 형태나 특성을 변화시켜 삼킴 기능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로는 음식물의 점도를 달리하여 삼킴 근육의 활
7
8
9
성화 , 인두 통과시간의 변화 , 혀의 압력 변화 등을 관찰
한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음식의 맛을 변화시켜 더 빠르고
10
강한 삼킴을 유도한 연구가 있었으며 , 음식의 질감을 변
화시켜 혀의 후방 압력 강화와 혀의 전방 압력 유지 시간
9
증진을 유도한 연구들도 있었다 .
임상 현장에서 구강 기능과 혀의 추진 능력이 저하된 환
자에게 음식물을 추천할 경우 환자의 기능 수준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부피,
질감, 맛 등의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음식물의 형태나 특성을 달리하여 적용하
였을 때 변화되는 혀의 압력을 종합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음식물의
부피, 질감, 그리고 맛을 변화시켜 제공하여 정상적인 연하
과정에서 혀의 압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차이를 비교하는
데 있다. 이를 토대로 연하 장애 환자들의 구강 기능 수준
에 맞는 적절한 음식물의 성상 추천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0세 이상
50세 미만 신체 건강한 성인 남녀 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다. 모든 대상자들은 뇌손상 및 신경학적 질환의 과거력
이 없었으며, 삼킴과 말하기에 영향을 주는 인후두 부위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또한 구강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아결손 및 구강질환, 치아
보철물 등이 없는 자로 한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실
험 전 본 연구의 실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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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
었으며(승인번호 WKIRB-201608-BM-045) 대상자의 일반
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을 삼킬 때 혀의 압력 변화를 객관
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IOPI (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 IOPI Medical, The U. S.)를 사용하였다.
IOPI는 혀의 압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본체와 연결 튜브
그리고 벌브(bulb)로 구성되며, 본체는 약 12 cm의 가늘고
11
유연한 연결 튜브를 통해 벌브와 연결된다 . 측정시 벌브
를 구강 내 혀와 구개 사이에 위치시킨 후, 혀로 입천장을
누를 때 생성되는 압력을 측정하게 되며 벌브에 가해진 압
력은 kiloPascal (Kpa)로 환산되어 본체의 LCD창에 실시
간으로 표기된다. IOPI는 많은 연구들에서 혀의 압력을 객
12-14
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 검사자 내 신
6
뢰도는 .76-.99이다 . IOPI는 혀의 근력 측정을 위해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도구이면서 본체의 Light-Emitting
Diode (LED)를 통해 즉각적인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보여
주기 때문에 대상자의 혀 근력을 모니터링 하는 치료도구로
15
활용되기도 한다 .
3. 측정 방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측정은 한 명의 작업치료
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대상자는 실
험 전 평가자에 의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평가 방법에 대해
숙지하였다. 각 과제마다 3회를 측정한 후 평균값을 기록하
였으며, 삼킴시 동원되는 근육의 과도한 피로를 고려하여
각 과제 사이에 1분간의 휴식을 제공하였다.
대상자들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편 자세
로 앉아 팔은 의자의 팔걸이에 놓고, 발은 골반 넓이로 벌린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측정되었다. 대상자들은 고개를 든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삼키도록 지시받았
으며, 본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52).

Age
Sex
Male
Female

Mean±SD

Range

27.77±6.97

20-47

15
37

28.8%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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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다. 벌브의 위치는 경구개의 치조융선 부위와 혀
16
앞쪽으로부터 10 mm가 맞닿는 부분에 두었으며 , 실험자
가 직접 위치시켜 주고 벌브가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고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대상자에게는 평소 음식을 삼킬
때와 같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삼킬 것을 다음과 같이 지시
하였다.
“입 안에 고무풍선을 놓아드릴 것입니다. 음식을 넣어주
면 평소에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삼키세요. 의도
적으로 풍선을 혀로 강하게 누르거나 치아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얼굴과 몸 전체에 긴장을 푼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삼키세요.”
본 실험의 전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Fig. 1)
4. 테스트 음식
테스트 음식은 각각 부피, 질감 그리고 맛을 변화시켜 제
공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음식물의 변화를 막기 위하여 실험
하기 바로 직전에 제조되었다. 제공한 음식물의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부피에 따른 구분
부피에 따른 혀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순수한
물을 사용하였다. 주사기를 활용하여 각각 3 ml, 5 ml, 10
ml 그리고 15 ml를 제공하였으며, 입 밖으로 흐르지 않도
록 혀 밑 부위에 위치시킨 후 자연스럽게 삼키도록 유도하
였다.

2) 질감에 따른 구분

질감에 따른 혀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물, 퓨
레, 크래커를 각각 10 ml씩 제공하였다. 퓨레는 점착력 있
는 농도 조절을 위하여 물 200 ml에 점도 증진제 8 g을
섞어 5분 이상 상온에 둔 후에 적용하였다. 크래커는 단맛
이 없고 땅콩이나 초콜릿 등의 재료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
로 4×4 cm의 크기를 적용하였다. 이는 침과 섞어서 으깼을
때 10 ml의 부피를 가지는 양이며, 잘 씹도록 한 후 삼킬
준비가 되었을 때 벌브를 정해진 부위에 위치시키고 삼키도
록 하였다.
3) 맛에 따른 구분
맛에 따른 혀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맛, 짠
맛, 단맛을 제공하였다. 제공되는 음식의 맛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하여 산도측정기, 염도측정기, 당도측정기를 이용
하여 제조하였다. 신맛은 레몬주스 원액을 이용하여 3 pH
17
18
산도 , 짠맛은 7.3% (5.84 g/100 ml) 소금물 , 단맛은
18
3.8% (34.2 g/100 ml) 설탕물 로 제조하였다. 각각의 액
체는 10 ml 주사기를 사용하여 제공하였으며, 제공 순서는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검사 시 모든 음식은 혀 밑에 위치시
켜 입 밖으로 흐르거나 삼키기 전 인두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5. 분석 방법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하여 SPSS Windows version
21.0을 사용하였다. 부피, 질감 및 맛에 따른 IOPI 압력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사용하
였으며, 유의수준은 α=0.05로 정하였다. 변인간의 대응별
비교를 위한 사후검정으로는 Bonferroni를 적용하였다.

결과
1. 부피에 따른 IOPI의 압력 변화

Fig. 1. Procedure of the experiment according to the applicable IOPI.

음식물의 부피를 달리하여 혀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음
식 덩어리의 부피 변화에 따라 혀의 압력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3 ml의 물을 삼킬 때 측정된 혀의 압력은

Table 2. Pressure changes of IOPI according to the volume.

IOPI Pressure

3 ml

5 ml

10 ml

15 m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10.43±3.09

11.40±3.45

14.54±4.40

12.98±4.13

F

P

28.71

.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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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3.09, 5 ml는 11.40±3.45, 10 ml는 14.54±4.40로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혀의 압력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15
ml를 제공하였을 때는 12.98±4.13로 10 ml에서 발생한
압력보다 감소하였다.(Table 2) 부피에 따른 혀의 압력은
3 ml-5 ml, 3 ml-10 ml, 3 ml-15 ml, 5 ml-10 ml, 10
ml-15 ml의 비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05).(Table 2-1)

3. 맛에 따른 IOPI의 압력 변화
음식물의 맛을 달리하여 혀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음식
덩어리의 맛 변화에 따라 혀의 압력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
났다. 물을 삼킬 때 혀의 압력은 14.54±4.40, 신맛은 16.75±
5.65, 짠맛은 16.02±6.04, 단맛에서는14.68±4.91이 측정
되었다.(Table 4) 맛에 따른 혀의 압력 비교에서 신맛- 물,
신맛-단맛을 삼킬 때 발생되는 혀의 압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05), 신맛-짠맛을 삼킬 때 발생되는 압력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Table 4-1)

2. 질감에 따른 IOPI의 압력 변화
음식물의 질감을 달리하여 혀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음
식 덩어리의 질감 변화에 따라 혀의 압력에서 유의한 변화
가 나타났다. 물을 삼킬 때 생성되는 혀의 압력은 14.54±
4.40, 퓨레는 16.16±5.75, 크래커는 26.23±7.00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각각의 비교에서 물과 크래커,
퓨레와 크래커에서는 질감에 따라 유의한 압력의 차이를 보
였지만(P＜.05) 물과 퓨레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Table 3-1)

Table 3-1. Comparison of inter-texture IOPI pressure.
Average difference

Standard error

−1.62
−11.69
−10.09

Water-Pureed food
Water-Cracker
Pureed food-Cracker

.75
.93
.95

P
.11
.00*
.00*

*P＜.05.
Table 2-1. Comparison of inter-volume IOPI pressure.

Table 4-1. Comparison of inter-taste IOPI pressure.

Average difference Standard error
3 ml-5 ml
3 ml-10 ml
3 ml-15 ml
5 ml-10 ml
5 ml-15 ml
10 ml-15 ml

−0.98
−4.11
−2.55
−3.14
−1.57
+1.56

P

.33
.60
.50
.48
.46
.45

Average difference
−2.22
−1.49
−1.14
+0.73
+2.07
+1.35

Water-Sour
Water-Salty
Water-Sweet
Sour-Salty
Sour-Sweet
Salty-Sweet

.03*
.00*
.00*
.00*
.01*
.01*

*P＜.05.

Standard error

P

.75
.78
.59
.64
.65
.66

.03*
.37
1.00
1.00
.01*
.28

*P＜.05.

Table 3. Pressure changes of IOPI according to the texture.

IOPI Pressure

Water

Pureed food

Cracker

Mean±SD

Mean±SD

Mean±SD

14.54±4.40

16.16±5.75

26.23±7.00

F

P

103.52

.00*

F

P

4.95

.00*

*P＜.05.

Table 4. Pressure changes of IOPI according to the taste.

IOPI Pressur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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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our

Salty

Swee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14.54±4.40

16.75±5.65

16.02±6.04

14.6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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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인간의 삼킴 작용은 매우 정교한 협응 과정이며 음식으
로부터 전달되는 구심성 감각 입력은 삼킴에 대한 일차 운
19
동 피질을 활성화시킨다 . 이 과정은 감각 피드백에 높게
의존하게 되는데 음식의 부피나 질감, 맛의 변화를 통한 구
강에서의 감각입력 변화는 삼킴 기능과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혀는 입안에 들어온 액체와 음식을 조절하여 구
20
강인두를 통해 식도로 이동시키는 추진력의 근원이 된다 .
혀와 구개에서 생성되는 압력은 삼킴 과정에서 음식물을
15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혀의 근력이
저하되거나 혀가 만들어내는 압력이 낮아질 경우 연하장애
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혀에서 생성되는 압력이 저하
되어 음식물이 충분히 이동되지 못하면 인두 부분에 잔여물
이 남게 되거나 잔여물로 인한 흡인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
21
다 . 이 때문에 구강 및 혀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안전
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적절한 음식물의 추천이 중요하며, 연
하재활 영역에서 안전한 삼킴을 위한 보상적 치료전략의 주
요 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안전한 삼킴을 위한 음식물 추천을
제언하기 위하여, 부피, 질감, 맛을 변형한 음식물을 정상
성인에게 제공한 후 혀에서 생성되는 압력의 변화를 추적하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제공하는 음식물의 부피를 증가시
켰을 때, 혀에서 만들어지는 압력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ml-5 ml, 3 ml-10 ml, 5 ml-10 ml 간에 유의한
압력 차이가 있었다. 음식물의 부피를 증가시키면 구개를
누르기 위해 동원되는 혀 근육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
22-24
변화가 혀에서 생성되는 압력의 변화를 불러온다 . 본
연구에서는 3 ml에서 10 ml까지 부피를 증가시켰을 때 혀
의 압력 변화 역시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음식물
의 부피를 10 ml에서 15 ml로 증가시켰을 때는 10 ml에서
발생된 압력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일정량 이상의 음식물이 제공될 경우 부피에 비례하여 정비
례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제한되어 있는 구강내의 공간에 맞는 최대 효율
을 낼 수 있는 적정 음식의 양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임상
적으로도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삼키게 하는 것은 안
전한 삼킴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연구
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물, spoon-thick 점도의 부드러운 퓨레, 거친 식감의 크
래커를 활용한 질감에 따른 IOPI의 압력 변화를 살펴보면
순수한 물과 크래커, 퓨레와 크래커 사이에는 혀의 압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순수한 물과 퓨레를 비교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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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유의한 압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하
게 질감을 변형하는 것은 임상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25
보상적 전략 중 하나이다 . 고형식에 대한 NDD (National
Dysphagia Diet) 지침에서는 식이를 질감에 따라 4단계로
25,26
구분하고 있다 . 1단계는 점도가 있고 동일한 재질로 구
강기에서 음식덩어리를 형성할 때 씹거나 조작의 과정이 없
는 퓨레식, 2단계는 점도가 있는 부드럽고 촉촉하며 1/4
inch 이하로 잘게 다진 형태의 식이, 3단계는 딱딱함, 끈적
임, 부서짐의 성질이 있는 음식을 제외한 한입 부피의 촉촉
한 식이, 4단계는 모든 음식을 포함하는 정상 식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퓨레와 크래커를 삼킬 때 혀의 압력을 측정하여
10 ml의 물을 삼킬 때 발생하는 압력과 비교하였다. 그 결
과 NDD단계가 올라갈수록 삼킬 때 발생하는 혀의 압력이
커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크래커를 삼킬 때 혀에서 발생
하는 압력은 물, 퓨레를 삼킬 때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물과 퓨레을 비교하였을 때 발생하는 압력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과 퓨레의 상태는 주로
16
점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Gingrich 등 의 연구에
서는 구강기 변화에 대해 전방 혀의 압력의 변화는 없었지
만 후방 혀의 압력증가와 구강 이동시간의 길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고 그 원인으로 전방 및 혀의 후방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감각 피드백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전방 혀의 압력 변화만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가 유사하였지
만 후방 혀의 압력 변화는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었다.
많은 연구에서 점도변형의 효과에 대해 구강기보다는 인
8,23,27,28
감각 자극이 구
두기에서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는데
강기에서 음식 덩어리를 형성하고 이동시키는데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29
Taniguchi 등 의 연구에서는 질감의 변화에 따르는 구강
기의 이동시간과 인두기의 이동시간은 점도보다는 음식물
의 단단함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삼킴시 재질의 변
화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재료의 적절성과 정량화
된 재료 특성 등의 용어 정의가 현재는 매우 불충분한 상태
라고 하였고 단단함, 결합력 그리고 미끌거리는 정도는 생
리적 움직임과 음식물의 이동 패턴에 관련되는 것으로 지적
27
하고 있다 . 본 연구 결과 역시 구강 내의 다양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단점은 있으나 점도의 변형이 구강내
압력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
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맛을 변화시킨 물을 삼킬 때 필요한 혀의 압
력은 순수한 물 14.54±4.40, 단맛 14.68±4.91, 신맛은 16.75±
JKDS Vol. 9, No.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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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짠맛은 16.02±6.04로 압력의 크기는 신맛, 짠맛, 단
맛 순으로 나타났다. 신맛과 비교하여 물과 단맛을 삼킬 때
발생되는 혀의 압력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05),
짠맛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고농도의 신맛과 짠맛을 이용
하면 삼킴시 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30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Pelletier 등 의 연구에서는 물보
다는 중등도의 단맛, 고농도의 짠맛, 고농도의 신맛의 음식
을 삼킬 때 혀의 전방부의 압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31
하였고 Ahmed 등 의 연구에서는 물이나 고농도의 단맛과
비교하였을 때 고농도의 짠맛과 신맛에서 혀의 압력이 유의
하게 증가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러한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본 연구 역시 맛을 변형하여
제공하게 되면 삼차신경의 매개가 되는 화학적 물체인식의
자극이 더 많은 신경운동 활동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다시
30
한 번 검증하였다 .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는 음식의 부피,
재질, 맛의 조작이 혀의 압력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구강기
에서 음식의 이동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근
거로 하여 삼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에 활용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치료 목적에 따라 혀의 최대 압력
을 유도하고자 할 때와 영양학적으로 강화된 식이를 섭취시
키려고 할 때 음식물의 부피에서 서로 다른 제공법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킬 때 혀의 압력 생성에 신맛과
짠맛이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
게 맛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부피, 재질, 맛 이외에도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감각 자극에 대한 인식이 삼
킴 생리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
지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음
식의 변형이 삼킴 장애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음식의 다양한 성질 중에서 부피, 질감 그리고 맛의
변화가 정상적인 삼킴 과정에서 혀의 압력을 어떻게 변화시
키는지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환자의 구강 상태
와 혀의 압력들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기능 수준에 맞춘 보
다 효율적 음식물의 추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를 토대로 추후 안전성과 영양학적 측면에서 보상적 접근
법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 기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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