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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언젠가 나이가 마흔이 되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
습니다.거울에 비친 마흔 살의 제 얼굴이 삶의 고단함과 탐욕스러움으로 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긴 과정을 거쳐 이제
박사학위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하라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
기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먼저 논문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많은 강의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논문의 매 과정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백일 지도 교수님,늘 격려해 주시고 연륜과 경험으
로 연구를 이끌어 주신 권호근 교수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꼼꼼히 지
도해주신 조영식 교수님,바쁜 진료 일정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김기덕 교수님,미숙하여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점검해주신 안형준 교수님 감사합니다.바쁘고 힘든 일정 중에도 자기 일처럼 연
구 준비 및 분석에 고생한 우리 고마운 정승화 선생님과 강시묵 연구원 및 의국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연세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의 발전과 훌륭
한 연구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기도로 제게 힘을 주시는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먼 이국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결실을 이뤄가고 있는
형제의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힘든 고비마다 힘이 되어주시는 처가 식
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항상 사랑과 헌신으로 부족한 남편을 채워 주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나의 아내 희숙과 논문 완성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논문 쓰느라 좋아하는 책도 같이 읽어주지 못했고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
했던 사랑하는 아들 건우,현우에게 미안한 감정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제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내 인

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8년 6월 이 경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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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왁왁왁스스스 큐큐큐브브브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새새새로로로운운운 저저저작작작효효효율율율 평평평가가가방방방법법법 개개개발발발

본 연구는 Sato등이 저작 효율 평가에 사용했던 MAI(MixingAbilityIndex)방
법론을 한국인의 식습관 및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한국형 MAI를 개발하여 그 타당
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보다 간편하게 저작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20대,40대,60대의 건강한 한국 성인 42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제어하여 객관적인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상실치아나 치주질환 등이
없는 20대 건강한 성인 14명을 대상으로 왁스 시편을 1회에서 25까지 각각 2회씩
저작하도록 한 후 분석하여 저작횟수에 따른 저작효율을 측정하였다.땅콩을 각각 1
회에서 25회까지 저작하도록 한 후,이를 체분석법(sievingmethod)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고,2개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새로운 판별함수를 구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또한 MAI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변수 중 색 섞임 비율만으로도 저
작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지 조사하여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저작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만들어 보고자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20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회에서 25회까지 저작한 왁스 큐브를 이용하여
건강한 한국 성인의 저작효율을 나타내는 판별함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MAI=1.00×10⁻¹×MIXR(50)-1.50××10⁻2×TR+2.98×10⁻¹×LB
+0.00×FF-1.00×10⁻3×AH -7.336



- vi -

2.1주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왁스 큐브를 저작하도록 하여 MAI방법의 신
뢰성을 조사하였고,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땅콩을 이용한 체분석법
과 비교하여 새롭게 구한 판별함수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새롭게 구한 판
별함수는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상관계수 -0.927)을 보였다.

3.Sato등이 제안한 판별함수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변수와 객관적 저작효율 측
정방법인 체분석법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다섯 개의 변수 중 색 섞임 비
율과 체분석법과의 상관계수가 -0.933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색 섞임 비
율만을 이용하여 저작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MAI판별함수(상관계수 =
-0.927)에 비해 객관적으로 저작효율을 측정하는 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
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왁스 큐브를 이용하여 저작효율을 조사할 때,왁스시편의 색 섞임 비
율만을 구하여도 저작효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이는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저작효율 측정방법인 체분석법보다 간편하며,Sato등이 제안한 MAI보다도
간편하고 정확하게 저작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따라서 객관
적인 저작기능 중 동적인 저작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왁스 시편을 저작한 후
시편전체의 면적 중 색이 섞여 있는 부분의 비율만을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저작
효율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향후 개인의 저작기능을 평가하는 객
관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핵심 되는 말 : 저작 효율, 저작 능력, 판별 점수, MAI(mixing ablilty index), 왁스 

큐브, 인공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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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왁스스스 큐큐큐브브브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새새새로로로운운운 저저저작작작효효효율율율 평평평가가가방방방법법법 개개개발발발

<지도교수 김김김 백백백 일일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이이 경경경 철철철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저작은 소화의 첫 단계로서 전신 건강 상태의 유지와 향상에 중요한 행위이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한번 식사 시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늘려 필요한 에너
지를 보충하게 되는데,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연하시키기
에 적당한 형태 및 크기로 만드는 일련의 저작과정을 거치게 된다(Prinz,1997).
치아 및 치아 주변조직의 손상 및 손실로 인해 저작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음식
물의 선택 및 섭취,소화 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전신적인 건강 및 영양상태의 감
소로 이어질 수 있다.치아의 상실이 있는 성인은 저작에 있어 어려움을 가진다
고 알려졌으며(Osterberg,2002),노인에서의 저작 능력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졌다(Miura,1998).저작능력은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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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Miura,2000),손상된 저작 기능의 회복은 치과 치료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 동안 저작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방법과 도구들이 고안되었고 연구되었
다.저작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주관적으로 저작능력(masticatoryability)을 측
정하는 방법과 객관적 저작능력(masticatoryperformance)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
으며,객관적인 저작기능은 정적인 교합력을 측정하는 방법과 동적인 저작효율
(masticatoryefficiency)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나뉘어 진다.

주관적인 저작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통한 방법이 주로 연구되었다.
Leake(1990)는 5가지 음식물을 이용하여 단단한 정도에 따른 섭취 가능 여부를 조
사하였고,Locker등(1994)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저작기능에 대한 본인의 만족
도를 조사하였으며,Miura등(1997)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
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였다.Maki등(1989)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노인의 저작능력
지수를 개발하여 평가하였으며,Matsukubo등(2006)은 31개의 식품을 정하여 식
품섭취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객관적인 저작 능력 평가법 중에서 정적인 교합력(occlusalforce)을 측정하기 위
한 방법으로 Helkimo등(1978)은 바이트 포크 모양의 압력계를 이용하여 교합력
을 측정하였고,Floystrand등(1982)은 Minibiteforcerecorder를 개발하였으며,
상품화된 MPM-3000(Morita,Japan)도 있었지만 이들은 한 쌍의 대합치만 편측으
로 측정할 수 밖에 없고 측정 기간동안 피검자가 계속 개구를 하고 있어야 하며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Charles 등(1988)은
strain-gaugedtransducer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구치부 상실이 존재하는 환자로부
터 교합력을 측정하였다.1990년대 초에 치열 전체의 교합력 분포와 강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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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Dentalprescalesystem(Fujiphotofilm,Tokyo)이 개발되었다.이는
기존의 압력계 형태의 측정 방식에서 매우 얇은 두께의 압력 감지 필름을 사용하
여 피검자에게 필름을 교합시켜 찍힌 압력점을 별도의 컴퓨터 스캔 장치로 분석
하는 방식이었는데,자연스러운 교합상태에 최대한 유사한 치열전체의 교합력의
분포와 강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한편 저작근의 활성도에 관한 연구로 Devlin등(1985)이 근육활성도 계측기를 이
용하여 교근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교합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연구 결과
완전한 선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객관적인 저작 능력 중 동적인 저작효율(masticatoryefficiency)을 측정하는 방법
으로 1949년에 Manly와 Braley가 개발한 땅콩과 체(sieve)를 이용한 체분석법
(sieving method)이 널리 사용되어져 왔고,이 후 그 재료로 땅콩,커피 원두,
gummy jelly와 optosil silicone tablets 등이 사용되어 왔다. Manly와
Braley(1949)는 미국 규격에 따라 10,20,40,80,200mesh의 다섯 가지 크기로
이루어진 체를 사용하여 체분석법을 실시하여 연구하였는데,체 눈(Sievesize)의
크기가 가장 큰 10mesh와 두 번째 체 눈의 크기인 20mesh가 저작효율을 잘 나
타낸다고 보고하였다.VanderderBilt등(2004)은 single과 multiple체분석법을
비교하여 저작능력을 평가하였는데 multiple체분석법이 민감도,타당도와 신뢰도
에서 더 우수한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동적인 저작효율(masticatoryefficiency)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껌을 이용
해서 저작능력을 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Matsui등,1996;Liedberg
와 Owall등,1991,1995,1999;Hawakawa등,1998).그러나 이 방법들은 씹은
껌이 검사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다섯 가지의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점이 있었다.그 후 two-colouredchewinggum이 사용하여 저작효
율을 측정하려고 하는 연구도 있었다(Prinz,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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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ato등(2003,2005)은 두 가지 색을 혼합한 왁스 큐브를 시편으로 사용하
고 여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변수들을 판별분석으로 분석하여 MAI(mixingability
index)를 구하였다.이 방법은 보철 치료 전후의 저작 능력의 향상을 객관적으로
쉽게 임상에서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체분석법이나 껌 등을
이용한 저작효율 측정방법에 비해 간편하면서도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
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로 국소의치 보철치료의 전후관계에 적용해본 결
과,임상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ato등,2005).

한편 주관적인 저작 능력의 평가와 객관적인 저작 능력의 평가간의 상관성에 대
한 연구들도 행해졌다.주관적인 측정에 의한 저작능력과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Willits등(1988)은 환자의 저작
기능이 양호하다고 치과의사는 평가를 내렸지만,일상생활을 하면서 환자는 불편
함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Uchida등(2002)은 총의치 환자에서
20가지 음식에 관한 설문조사와 체분석법을 이용한 저작 능력의 평가의 상관성을
보고하였다.Hirai등(2001)은 땅콩을 이용한 체분석법과 음식 섭취 설문지를 이용
한 총의치 환자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두 가지 모두에서 저작효율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이와 비슷한 국내 연구로 조 등(2006)이
객관적 정보인 Dentalprescale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한 교합력과 주관적 정보
인 식품 섭취 능력 지수(foodacceptancescore,이하 FAS)간의 상관성을 조사하
였는데,연령이 증가하고,치아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교합력과 FAS가 감소함
을 보고하였고,교합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식품군을 분류하기도 하였다.또 다
른 국내 연구로 류 등(2007)이 Sato등(2003,2005)이 개발한 왁스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인들의 MAI를 측정하였고,이를 설문지 등의 주관적인 연구 자료들과 비교하
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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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Sato등이 개발한 MAI방법은 오랫동안 신뢰성 있는 객관적 저작능력평
가방법으로 받아들여져 온 체분석법의 여러 가지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간편하
면서도 정확한 측정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한국인의 식습관 및 저작능력이 일
본인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방법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었다.Sato등은 판별함수를 구하기 위해 왁스 시편을 세 가지(Good,
Medium,Poor)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분류하였
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또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치아 우식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임의의 대상을 상대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 간의 구강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
었고,왁스 시편의 저작횟수를 5회에서 50회 사이에서 임의로 정했다는 점도 문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므로,좀 더 객관적인 과정에 의해 판별함수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왁스 시편을 저작한 후,왁스 시편의 형태(전체 투사 영역 중에 두께가 50
㎛ 이하가 되는 면적의 비율,최대 너비에 대한 최대 길이의 비율,시편이 얼마나
편평한 지를 나타내는 형태요소)와 색 섞임 정도(두 색이 섞인 면적의 비율)를 구
한 후 판별식을 유도하여 MAI를 도출하는 방식이었는데(Sato등 2003,2005),네
가지 요소 중 MAI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두 색이 섞인 면적의 비율만을 이
용하여 저작효율의 정도를 측정하더라도 차이가 없지 않을까하는 점에 착안하여,
저작기능을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저작능력의 평가 방법으로서 Sato등이 개발한 방법을 이용
하여 20대,40대,60대의 건강한 한국 성인들로 하여금 각각 1회에서 25회까지 왁
스를 저작하도록 하여,이를 이용하여 건강한 20대,40대,60대 성인의 저작 횟수
에 따른 건강한 한국 성인의 MAI판별함수를 구하였다.이렇게 산출된 판별함수
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어지고 객관적인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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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측정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땅콩을 이용한 체분석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또한 기존의 Sato등이 제시한 판
별 함수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변수 중 핵심적인 변수만으로 정확하면서도 간편
하게 저작 효율을 구하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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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Sato등이 객관적인 저작 능력 평가 방법의 하나로써 제시했
던,왁스 시편을 이용하여 산출했던 MAI(mixingabilityindex)를 건강한 한국 성
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식습관 및 저작능력에 맞도록 수정하여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한국형 MAI를 개발한 후,기존에 널리 쓰여 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저작
능력 평가 방법인 땅콩을 이용한 체분석법(sievingmethod)과 비교하여 새로운 측
정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조사하는 것이다.또한 기존의 MAI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변수와 저작효율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저작효율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20대 건강한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1회에서 25회까지 저작한 왁스큐브를
이용하여 저작횟수를 기준으로 건강한 한국 성인의 저작효율을 나타내는 판별함
수를 구한다.

둘째,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땅콩을 이용한 체분석법과 비교하여 새
롭게 구한 판별함수의 타당성을 평가하고,각각의 실험자가 두 번에 걸쳐 저작한
왁스 시편의 일치도를 조사하여 본 조사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셋째,Sato등이 제시했던 MAI판별식보다 좀 더 간편하게 건강한 한국 성인의
저작효율을 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저작효율 평가 방법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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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2007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대,40대,60대 연령의 건강한 성
인 42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모든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해
서 상세히 설명한 뒤 동의한 대상자들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전악에 걸쳐 제3
대구치를 제외한 치아 중에서 상실치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치통,
턱관절 질환,심한 부정교합으로 저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심
한 치아우식에 의해 치관부위가 상실된 치아를 가진 사람이나 Crown& Bridge치료
나 부분 또는 전체 틀니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레진수복
이나 금 인레이 등의 수복치료와 금관 보철치료를 받은 사람은 정상으로 분류하였다.

Table1.Subjectsofexamination

Age
groups Gender Subject

number
Average
ages DMFT index

20s
Male 9 22.0±0.71
Female 5 22.8±1.92
Total 14 22.3±1.27 6.57

40s
Male 4 40.3±0.50
Female 10 42.5±2.72
Total 14 41.9±2.51 10.80

60s
Male 4 65.8±2.50
Female 10 63.3±2.50
Total 14 64.0±2.66 18.27

Total 42 42.7±17.38 11.88
  DMFT index : decayed, missed and filled tooth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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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첫 번째 연구는,왁스 큐브
를 이용하여 Sato등이 제시한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 성인에 적합한 MAI(mixing
abilityindex)판별함수를 구한 후 대상자들의 저작효율을 평가하는 것이고,두 번
째 연구는 땅콩 저작 후 체분석법을 이용하여 한국형 MAI판별식의 신뢰성과 타
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세 번째 연구는 좀 더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저작 효율
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이러한 저작 효율 평가방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왁스를 이용한 가장 효과적이면서 객관적인 저작효율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Figure1.Theschemaof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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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Numbersofchewingspecimens

가가가...체체체분분분석석석법법법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교교교합합합효효효율율율 검검검사사사

연구대상자들의 저작횟수에 따른 저작효율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체분석벅
을 사용하였다.14명의 20대 대상자로 하여금 약 4g의 볶음 땅콩을 각각 1
회부터 25회까지 나누어 저작하도록 한 후,저작된 땅콩 조각을 100㎖의 물을
이용하여 입안을 헹구면서 모두 회수하였다.회수한 땅콩 조각을 2.0㎜,1.4㎜,
1.0㎜,0.5㎜의 체로 구성된 4단계 표준체(standardsieve)에서 흐르는 물과 함
께 걸렀다(Figure2).각 체를 통해 걸러진 땅콩조각을 회수한 후,60℃ 오븐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각 체에 걸린 땅콩의 질량을 측정하
였다(Figure3).각각의 저작횟수에 따라서 원래 땅콩 질량에 대하여 저작 후 땅
콩의 손실률,0.5㎜,1.0㎜,1.4㎜,2.0㎜ 체에 걸린 땅콩의 질량 비율을 계산
하였다.

Age
groups

Numberof
subject

Numberof
waxcubes

Numberof
waximages

Numberof
sievingspecimens

20s 14 700 1400 350

40s 14 700 1400 ×

60s 14 700 1400 ×

Total 42 2100 420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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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Standardsieveusedininvestigation

Figure3.Examplesofnutsaftersieving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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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왁왁왁스스스 시시시편편편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저저저작작작효효효율율율 검검검사사사

객관적인 저작능력 평가를 위해 Sato등(2003)이 제안한 왁스 시편을 이용한 저
작효율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이 방법은 두 가지 색의 왁스를 이용하여 만든
정육면체 모양의 시편을 저작함으로써 색 섞임,퍼짐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저작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저작 기능 평가방법 중의 하나이다.

(((111)))왁왁왁스스스 인인인공공공음음음식식식의의의 제제제조조조

본 연구에 사용된 왁스 큐브는 왁스 제조업체(DaedongIndustry,Daegu,Korea)
로부터 주문 제작한 빨간색과 녹색의 유틸리티 왁스(2×2×12㎜)를 사용하였다.
Vickers Microhardness Tester (비커스 경도기, JT TOSHI INC., Japan) 을 이

용하여 10g의 하중으로 10초간 압입하여 세 차례에 걸쳐 경도를 측정한 결과, 녹

색 유틸리티 왁스의 경도가 0.27이었고, Difference Scanning Calorimetry (시차

주사열량계, NETZSCH社. STA 409 PC Luxx
Ⓡ
)를 이용하여 녹는점을 측정한 결

과 빨간색 유틸리티 왁스의 녹는점은 63.4∼66.3℃ 녹색 유틸리티 왁스의 녹는점

은 59.3∼69.9℃이었다. 빨간색과 녹색의 유틸리티 왁스를 Figure4와 같이 겹쳐
가며 쌓아 정육면체 형태(12×12×12㎜)로 직접 제작하였다.

Figure4.Wax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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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이이이미미미지지지 분분분석석석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왁왁왁스스스시시시편편편의의의 분분분석석석

모든 대상자들은 왁스시편을 입 안에 넣은 후 평상시 각자 저작하는 방법대로 1
회에서 25회까지 각각 저작하도록 하였다.1주일 후 동일인이 1회에서 25회까지
다시 저작하도록 하였다(Figure5).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대상자로부터 총 50개
의 왁스 저작 시편을 얻었다.

Figure5.Imagesofwaxcubeaccordingtochewingstrokes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왁스 시편을 디지털 카메라(NIKON COOLPIX
4500)를 이용하여 동일한 형광등 빛 조건과 피사체간 거리(30cm)를 유지하여 왁
스 시편의 앞,뒷면을 촬영한 뒤 이미지를 컴퓨터의 JPG파일 형태로 저장하였다.
개인 당 총 100개의 왁스 저작 시편 이미지를 얻었으며,이렇게 얻어진 왁스의 저
작 시편 이미지는 이미지 분석기(Imageproplus6.0,U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왁스의 붉은색과 녹색은 분석자가 직관적으로 선별하여 eyedroppertool을 이
용해 각각의 칼라를 선택하였고,이를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의 붉은 색의 영역
(redarea,RA),그리고 녹색의 영역(greenarea,GA)의 정보를 측정하였다.칼라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총 면적(totalprojectionarea,AH),두께가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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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사 면적(projectionareaabove50㎛ inthickness,A),최대 길이(maximum
length,ML),그리고 최대 폭(maximum breadth,MB)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원본 이미지를 8bitgrayscale로 전환하였다.왁스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AOI(AreaOfInterest)tool의 freeform AOItool을 사용하였고,이미지 내
개체의 윤곽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Auto-trace기능을 사용하여 왁스의 윤곽을 정
밀하게 측정한 후 Measuretool을 이용하여 내부 면적(area)과 최대 길이(size
length)및 최대 폭(sizewidth)을 측정할 수 있도록 measurements를 설정하여 왁
스의 정보를 얻었다.

Figure6.Imagesofwaxcubeafterchewing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투사된 총 면적(totalprojectionarea,AH),두께가 50㎛
이상인 투사 면적(projection area above 50 ㎛ in thickness,A),최대 길이
(maximum length,ML),최대 폭(maximum breadth,MB),붉은 색의 영역(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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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RA),그리고 녹색의 영역(greenarea,GA)의 정보를 수집하였다(Figure6).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Sato등에 의해 제안된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변수로 변환되었다.

1.MIX:두 색이 섞인 면적의 비율
MIX=(A-RA-GA)/A×100

2.TR:전체 투사 영역 중에 두께가 50㎛ 이하가 되는 면적의 비율
TR=(AH-A)/AH×100

3.LB:최대 너비에 대한 최대 길이의 비율
LB=ML/MB

4.FF:시편이 얼마나 편평한 지를 나타내는 형태 요소
FF=ML²×π/4×AH×100

(((333)))왁왁왁스스스 시시시편편편정정정보보보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판판판별별별함함함수수수의의의 결결결정정정

개개의 왁스에 대한 저작효율 점수인 판별점수를 구하기 위하여 20대가 1회부터
25회까지 두 번 반복하여 저작한 왁스 700개를 사용하였다.각각의 왁스 시편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였으며,앞,뒷면의 촬영된 이미
지로부터 얻은 분석 값의 평균을 판별함수의 변수로 사용하였다.Sato등의 연구
에서는 5회에서 50회까지 무작위로 저작한 왁스들 중에 100개의 왁스를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good,medium,poor로 결정한 후,good과 poor집단을 판별함수의 종
속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수 결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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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단점이 확인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도 있는 판
별함수를 구하기 위해 체분석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저작한 왁스 시편의 good,
medium,poor집단을 구분하였다.
판별함수의 종속변수인 저작한 왁스 인공음식에 대한 good집단과 poor집단에
해당하는 저작횟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1회부터 25회까지 땅콩을 각각 저작한 후,
2.0㎜ 이상의 땅콩조각의 비율을 연속적인 함수로 나타내었다.이 함수로부터
2.0㎜ 이상 땅콩 비율의 상위 1/3을 나타내는 저작횟수인 10회∼25회를 good집
단으로,중위 1/3을 나타내는 저작회수인 5회∼10회의 왁스를 medium 집단으로,
하위 1/3을 나타내는 저작횟수인 1회∼5회의 왁스를 poor집단으로 선정하였다
(Figure7).

Figure7.Changesofgood,medium andpoorgroupbyusingsieving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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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왁스 큐브를 이용한 저작효율 점수를 구하기 위하여 Fisher의 판별분석을 시행하
였으며,저작 횟수에 따른 저작효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사용
하였고 사후 검정법으로 Duncantest를 시행하였다.또한 체분석법과 왁스큐브를
이용한 저작효율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Correlation분석을 시행
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15.0forWindowsEvaluationVersion을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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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체체체분분분석석석법법법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222000대대대 성성성인인인의의의 저저저작작작효효효율율율의의의 평평평가가가

14명의 건강한 20대 대상자가 땅콩을 각각 1회부터 25회까지 저작한 후,체
(sieve)를 이용하여 땅콩 조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여 질량을 측정한 결과,저작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2㎜ 이상의 땅콩 조각의 질량비율은 감소하였으며,1.4∼
2.0㎜,1.0∼1.4㎜,0.5∼1.0㎜의 땅콩 조각의 질량비율과 0.5㎜ 이하의 땅콩 조
각 비율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2.0㎜ 이상의 땅콩 조각의 분포는 1
회 저작 시에는 총 땅콩의 86.7%가 존재하였으며 25회 저작 시에는 14.6%로 약
72.1% 감소하였다.이 차이를 이용하여 저작횟수에 따른 저작효율의 분포를 확인
한 결과 5회와 10회의 저작 횟수가 1회부터 25회의 저작사이를 3등분하는 횟수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3,Figure7,Figure8).



- 19 -

Table3.Changesofweightsofnutsaccordingtonumbersofbiting(%)

Chewing
strokes Over2.0㎜ 1.4∼2.0㎜ 1.0∼1.4㎜ 0.5∼1.0㎜ Under0.5㎜
1 86.7±3.4 0.5±0.3 0.5±0.2 0.7±0.3 11.6±3.2
2 76.0±9.6 1.2±0.5 1.3±0.5 1.5±0.5 20.0±8.8
3 72.8±5.7 2.1±0.8 2.0±0.6 2.3±2.0 20.8±3.9
4 66.9±5.7 2.5±0.8 2.4±0.6 3.1±0.9 25.1±3.9
5 62.5±6.1 2.8±0.7 3.1±0.7 3.8±1.3 27.8±4.2
6 57.8±8.7 3.4±1.2 3.6±1.1 4.7±1.5 30.4±5.5
7 50.4±7.4 4.2±0.8 4.6±1.0 5.6±1.7 35.2±5.1
8 48.0±7.8 4.4±0.8 4.7±1.1 5.5±1.5 37.4±5.6
9 45.4±9.6 4.6±1.1 5.1±1.3 5.9±1.5 39.0±6.8
10 40.3±9.6 5.1±1.2 5.5±1.1 6.9±1.8 42.2±6.5
11 37.0±9.3 5.3±1.1 6.1±1.2 7.4±1.4 44.2±6.6
12 32.0±7.7 6.0±1.2 6.4±1.3 8.4±1.5 47.2±4.8
13 32.2±8.4 5.2±1.0 6.3±1.3 8.0±1.3 48.3±5.9
14 27.5±9.1 5.9±0.8 6.9±1.3 8.9±1.9 50.8±6.1
15 26.1±8.7 5.9±1.1 7.4±1.1 8.6±1.8 52.0±5.9
16 23.1±6.7 6.2±0.9 7.0±1.3 8.7±2.3 54.9±5.6
17 22.4±8.8 6.1±1.1 7.2±1.1 9.1±1.5 55.2±6.3
18 22.3±9.3 6.0±1.2 7.1±1.5 9.6±1.9 55.1±6.3
19 19.4±7.7 5.9±.8 7.5±1.4 9.7±1.1 57.6±6.3
20 17.5±6.9 6.0±1.1 7.6±1.2 9.9±1.6 59.0±5.3
21 16.1±8.1 6.0±0.8 7.9±1.7 9.9±1.8 60.1±6.1
22 16.2±6.4 6.2±1.5 8.2±1.8 10.0±2.0 59.4±6.0
23 14.7±7.8 5.4±1.1 8.6±2.8 10.6±1.8 60.7±7.6
24 15.0±6.8 5.9±0.7 8.5±1.2 10.9±1.4 59.7±5.7
25 14.6±7.4 5.7±0.9 7.7±1.2 10.5±1.7 61.5±7.8

  * All values ar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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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MMMAAAIII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저저저작작작효효효율율율의의의 평평평가가가 결결결과과과

가가가...저저저작작작횟횟횟수수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MMMAAAIII점점점수수수 결결결과과과

왁스 큐브 저작 정도에 따라 good집단과 poor집단으로 분류하는 저작횟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1회부터 25회까지 땅콩을 각각 저작한 후,2mm 체에 걸러진
땅콩조각의 질량 비율을 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내었다.이 함수로부터 2mm 이
상 땅콩 비율의 하위 1/3을 나타내는 저작횟수인 10회∼25회를 good집단으로,
중위 1/3을 나타내는 저작회수인 5회∼10회의 왁스를 medium 집단으로,상위
1/3을 나타내는 저작횟수인 1회∼5회의 왁스를 poor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Figure7).
독립변수는 왁스의 색 섞임 비율,50㎛ 이하의 왁스의 면적,왁스의 최대 너비에
대한 최대 길이의 비,왁스의 편평 정도,왁스의 총 투사 면적으로 하고 종속변수
를 good집단과 poor집단으로 정한 후,Fisher의 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판별분석
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별함수를 구하였다.

MAI=1.00×10⁻¹×MIXR(50)-1.50××10⁻2×TR+2.98×10⁻¹×LB
+0.00×FF-1.00×10⁻3×AH -7.336

다음의 판별함수를 이용하여 각각 good,medium,poor집단으로 분류된 왁스 시
편에 대한 판별점수의 분포를 Figure 9에 나타내었으며,판별함수에 의해,
medium 집단이 good집단,poor집단과 잘 구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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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9.DistributionofMAIofeachgroup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저작 효율의 차이를 조사해 본 결과,전체적으로 저작횟수
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효율점수는 증가하였으며 20대의 저작효율점수는 -0.29로
40대와 60대보다 낮게 나타났고(p<0.05)(Table4,Figure10),남자의 저작효율
점수는 0.19로 여자의 저작효율 점수인 -0.35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Table4,
Figur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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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MAIscoregroupedbygenderandages

No Male Female 20s 40s 60s Total
1 -4.85±0.69 -5.06±0.47 -4.89±0.44 -5.10±0.53 -4.92±0.71 -4.97±0.57
2 -4.19±0.61 -4.56±0.62 -4.52±0.40 -4.39±0.55 -4.33±0.89 -4.41±0.64
3 -3.27±0.63 -3.90±0.69 -3.72±0.60 -3.43±0.57 -3.78±0.95 -3.64±0.73
4 -2.54±0.78 -3.44±0.84 -3.14±0.74 -3.05±0.68 -3.04±1.30 -3.08±0.93
5 -1.74±0.71 -2.60±0.98 -2.56±0.96 -2.16±0.73 -2.03±1.17 -2.25±0.97
6 -1.32±0.86 -2.01±0.91 -2.02±0.88 -1.64±0.67 -1.52±1.21 -1.73±0.95
7 -0.71±0.96 -1.62±0.88 -1.43±1.02 -1.21±0.61 -1.11±1.32 -1.25±1.01
8 -0.30±0.74 -1.17±0.82 -1.02±0.74 -0.79±0.94 -0.64±1.00 -0.81±0.89
9 -0.08±0.88 -0.64±0.61 -0.64±0.85 -0.37±0.69 -0.22±0.77 -0.41±0.78
10 0.21±0.69 -0.40±0.79 -0.27±0.80 -0.25±0.72 0.06±0.89 -0.15±0.80
11 0.67±0.63 -0.05±0.85 -0.03±0.66 0.39±0.70 0.36±1.08 0.24±0.84
12 0.71±0.74 0.16±0.81 -0.02±0.85 0.59±0.53 0.57±0.93 0.38±0.82
13 1.06±0.51 0.45±0.79 0.59±0.58 0.69±0.77 0.81±0.89 0.70±0.75
14 1.20±0.57 0.65±0.69 0.53±0.56 0.98±0.62 1.12±0.79 0.88±0.70
15 1.29±0.50 0.97±0.58 0.93±0.61 1.13±0.55 1.23±0.53 1.10±0.56
16 1.47±0.46 1.02±0.71 1.05±0.81 1.36±0.44 1.18±0.67 1.20±0.66
17 1.56±0.44 1.08±0.61 1.09±0.57 1.38±0.54 1.35±0.66 1.27±0.59
18 1.60±0.62 1.22±0.58 1.09±0.52 1.60±0.57 1.44±0.69 1.38±0.62
19 1.81±0.39 1.33±0.61 1.44±0.47 1.59±0.34 1.55±0.84 1.53±0.58
20 1.99±0.37 1.48±0.64 1.63±0.36 1.82±0.34 1.61±0.92 1.69±0.60
21 1.99±0.41 1.53±0.42 1.58±0.41 1.82±0.33 1.75±0.62 1.72±0.47
22 2.08±0.42 1.61±0.54 1.60±0.53 1.91±0.53 1.89±0.56 1.80±0.54
23 2.08±0.37 1.66±0.47 1.74±0.44 1.91±0.37 1.84±0.62 1.83±0.48
24 2.05±0.41 1.80±0.37 1.79±0.36 1.89±0.35 2.02±0.47 1.90±0.40
25 2.09±0.41 1.81±0.44 1.82±0.43 1.98±0.46 1.97±0.46 1.92±0.45
Total0.19±2.12 -0.35±2.2 -0.29±2.14 -0.05±2.17 -0.03±2.23 -0.13±2.18
  No : Frequency of ch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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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신신신뢰뢰뢰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왁스 인공음식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에 나누어 저작
한 왁스시편에 대하여 1차로 수집한 왁스 정보와 2차로 수집한 왁스 정보를 비교하
였다.그 결과 최대너비에 대한 최대 길이의 비율인 LB만이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판
별점수를 비롯한 다른 값들은 1차,2차 측정 시기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5.Resultsoftest-retestexamination

Numberof
waxspieces Mean±SD P-value

AH
1st 1050 679.94±161.94

0.22
2nd 1050 671.69±146.90

MIXR(50)
1st 1050 74.51±22.07

0.33
2nd 1050 73.58±21.88

TR
1st 1050 2.08±1.97

0.88
2nd 1050 2.07±1.73

LB
1st 1050 1.67±0.50

0.00
2nd 1050 1.77±0.49

FF
1st 1050 109770936.78±63342724.56

0.81
2nd 1050 109155940.86±55335043.51

MAI
1st 1050 -0.10±2.24

0.58
2nd 1050 -0.15±2.22

  AH : total projection area; 

  MixR(50) : the ratio of colour mixed area above 50 ㎛ thickness;
TR:therationofareaabove50 ㎛ thicknesstototalprojectionarea;
LB:theratioofmaximum lengthtomaximum breadth;
FF:theshapefactorshowshow flatthesampleis;
MAI:mixingablity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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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새새새로로로운운운 판판판별별별함함함수수수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평평평가가가

(((111)))체체체분분분석석석법법법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조조조사사사

판별점수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체분석법과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본 연구
에서 사용된 판별점수는 2㎜ 이상의 땅콩 질량의 비율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
었다(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0.927,p<0001).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상관관계는 적게 나타났다(Table6).

Table6.CorrelationcoefficientsbetweenMAIandsievingmethod

MAI 2.0㎜ 1.4㎜ 1.0㎜ 0.5㎜ Loss MixR(50)MixR(T)

MAI 1 -0.927** 0.834** 0.865** 0.867** 0.914** 0.996** 0.994**

2.0㎜ 1 -0.872**-0.918**-0.938**-0.992** -0.933** -0.933**

1.4㎜ 1 0.837** 0.836** 0.826** 0.839** 0.840**

1.0㎜ 1 0.877** 0.876** 0.864** 0.864**

0.5㎜ 1 0.899** 0.874** 0.875**

Loss 1 0.921** 0.921**

MixR(50) 1 1.000**

MixR(T) 1
MAI:mixingabilityindex

  MixR(50) : the ratio of colour mixed area above 50 ㎛ thickness;
  MixR(T) : the ratio of colour mixed area of 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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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저저저작작작 횟횟횟수수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판판판별별별함함함수수수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조조조사사사

저작횟수에 따른 판별점수의 분석결과,저작횟수의 증가에 따라 판별점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7).

Table7.DifferencesinMAIbychewingstrokes(Duncantest)

No N Subse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42 -4.97

2 42 -4.41

3 42 -3.64

4 42 -3.08

5 42 -2.25

6 42 -1.73

7 42 -1.25

8 42 -0.81

9 42 -0.41

10 42 -0.15

11 42 0.24

12 42 0.38

13 42 0.70

14 42 0.88 0.88

15 42 1.10 1.10

16 42 1.20

17 42 1.27 1.27

18 42 1.38 1.38

19 42 1.53 1.53

20 42 1.69 1.69

21 42 1.72 1.72

22 42 1.80 1.80

23 42 1.83 1.83

24 42 1.90

25 42 1.92
  * Blanks on the same subsets shows no statistical differences 

  No : chewing strokes; N, number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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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색색색 섞섞섞임임임 변변변수수수만만만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저저저작작작효효효율율율의의의 평평평가가가

판별함수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변수 중에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에 의해서 보다 저
작효율을 간편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 색 섞임 변수인 MixR이 고려
되었다.따라서 판별함수에 사용된 MixR(50)변수,그리고 50㎛의 이하의 정보를 무
시한 전체 projectionarea에 대한 색 섞임 양의 비율인 MixR(T)와 체분석법과의 상
관성을 조사하였다.그 결과 MixR(50),MixR(T)모두 2mm 체와 0.933의 높은 상관
계수를 나타냈는데,이는 판별점수의 상관계수인 0.927보다 높은 수치이다(Table8).

Table8.Correlationcoefficientswith2㎜ sieve
Correlationcoefficient P-value

MAI -0.927** 0.00

MixR(50) -0.933** 0.00

MixR(T) -0.933** 0.00

TR 0.209** 0.00

LB -0.126* 0.02

FF -0.150** 0.01

AH 0.122 0.0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MAI:mixingabilityindex
  MixR(50) : the ratio of colour mixed area above 50 ㎛ thickness;
  MixR(T) : the ratio of colour mixed area of all thickness;  
TR:therationofareaabove50 ㎛ thicknesstototalprojectionarea;
LB:theratioofmaximum lengthtomaximum breadth;
FF:theshapefactorshowshow flatthesampleis; 

  AH : the total proje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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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성성성별별별 및및및 연연연령령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색색색 섞섞섞임임임 비비비율율율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성별 및 각 연령대의 색 섞임 비율 값의 평균을 구하였다.60대,40대,20대 순으
로 색 섞임의 비율이 차이가 있었으나 60대와 40대 사이의 색 섞임 비율의 값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Table9,Figure12),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색 섞임 비
율이 높았다(Table9,Figur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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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Averagesofmixedcolourareabygenderandages(%)

No Males Females 20s 40s 60s Total
1 28.37±6.78 24.99±5.25 27.78±5.14 24.97±5.34 26.32±7.56 26.36±6.07
2 35.50±5.45 31.40±7.11 32.91±4.94 32.88±6.00 33.39±9.08 33.06±6.74
3 46.07±6.63 38.10±7.08 40.35±6.33 43.49±6.47 40.14±10.33 41.33±7.89
4 53.13±8.36 42.43±9.29 46.73±8.29 46.46±7.62 47.08±14.4046.76±10.30
5 60.06±8.07 51.90±8.70 52.83±7.77 56.45±6.61 56.34±12.58 55.20±9.28
6 64.48±8.34 56.55±9.02 57.85±7.42 60.66±7.77 60.77±12.78 59.76±9.50
7 69.79±8.50 60.82±8.34 63.34±8.37 64.62±5.61 65.40±13.26 64.45±9.42
8 73.50±7.25 64.72±6.97 67.51±6.37 68.14±8.49 69.17±10.02 68.27±8.25
9 75.02±8.13 69.82±6.73 69.64±8.21 72.09±6.35 74.03±8.24 71.92±7.68
10 77.92±6.61 71.78±7.85 72.89±7.93 73.62±6.51 76.30±9.21 74.27±7.90
11 82.47±5.81 75.17±8.36 75.35±6.26 79.90±6.68 79.11±10.76 78.12±8.20
12 82.74±6.92 77.48±7.64 75.80±7.50 81.75±4.90 81.27±9.14 79.61±7.73
13 85.92±4.55 80.46±7.02 80.99±5.23 83.27±5.64 83.75±8.70 82.67±6.65
14 87.13±5.09 82.49±6.37 80.94±5.04 85.55±5.53 86.62±6.92 84.37±6.26
15 88.25±4.59 85.22±5.15 85.17±5.26 86.38±5.13 87.78±4.95 86.45±5.10
16 90.53±3.86 85.57±6.54 86.12±7.10 89.22±4.38 87.39±6.46 87.58±6.08
17 91.26±4.28 86.36±5.53 86.86±5.21 89.05±4.44 89.12±6.87 88.34±5.56
18 90.83±6.45 86.96±5.48 85.56±5.52 90.58±5.70 89.43±6.36 88.52±6.12
19 93.25±3.62 88.57±5.82 89.30±4.60 91.34±3.57 90.74±7.71 90.46±5.51
20 94.41±3.31 89.59±6.40 91.12±3.78 92.73±2.74 90.79±9.12 91.54±5.83
21 94.86±3.24 90.84±4.22 91.27±3.64 92.99±3.30 93.14±5.65 92.47±4.30
22 95.12±3.38 91.18±4.96 91.55±4.53 93.35±5.00 93.42±4.87 92.77±4.76
23 95.28±3.02 91.21±4.67 91.98±4.24 94.20±3.26 92.39±5.73 92.86±4.52
24 95.65±3.52 93.03±3.17 93.10±3.24 94.28±3.53 94.89±3.82 94.09±3.53
25 96.25±3.25 93.02±4.16 93.43±3.64 94.79±4.28 94.76±4.50 94.33±4.10
Total77.91±20.1672.39±21.3273.21±20.3275.31±20.9375.34±21.7874.62±21.02
  No : chewing str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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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저저저작작작횟횟횟수수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색색색 섞섞섞임임임 비비비율율율 값값값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저작횟수의 증가에 따라 각 저작횟수간의 색 섞임 비율의 값은 통계적으로 의미
가 있게 차이를 보였다(Table10).

Table10.DifferencesinMixR(T)bychewingstrokes(Duncantest)

No N Subse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42 -4.97

2 42 -4.41

3 42 -3.64

4 42 -3.08

5 42 -2.25

6 42 -1.73

7 42 -1.25

8 42 -0.81

9 42 -0.41

10 42 -0.15

11 42 0.24

12 42 0.38

13 42 0.70

14 42 0.88 0.88

15 42 1.10 1.10

16 42 1.20

17 42 1.27 1.27

18 42 1.38 1.38

19 42 1.53 1.53

20 42 1.69 1.69

21 42 1.72 1.72

22 42 1.80 1.80

23 42 1.83 1.83

24 42 1.90

25 42 1.92
  * Blanks on the same subsets shows no statistical differences 

  No : chewing strokes; N, number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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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그 동안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저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객관적인 저작 능력의 평가 중에서 음식 섭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저작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1950년대 초반에 Manly와 Braley(1950)가 개발한 체
분석법(sievingmethod)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이 방법은 저작 효율의 평가 도구
로써 땅콩,커피 원두,gummyjelly와 실리콘 시편 등을 피검자들이 저작하고 난
후에 분쇄된 입자들을 체로 걸러서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저작효율을 평가하는 방
법이었다.그러나 대부분의 방법들은 측정 과정이 임상에서 시행하기에는 다소 복
잡하고 분석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보다 간단한 방법
으로는 Liedberg와 Owall등(1991)이 개발한 gum method가 시도되었으나(Matsui
등,1996;Liedberg와 Owall등,1991,1995,1999;Hawakawa등,1998)조사자가
주관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단점이 있었고,이 방법을 국소의치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저작효율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하였다.
Sato등(2003,2005)은 두 가지 색을 혼합한 왁스를 인공 음식으로 사용하였는데,
특히 저작 효율을 정량화시키기 위해서 저작된 왁스 시편의 크기,넓이 및 색이
섞인 정도 등을 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이용하여 MAI(Mixingabilityindex)라는
저작효율 평가를 위한 정량화된 지수를 최초로 고안하였다.새롭게 개발된 MAI
방법의 타당성을 기존의 체분석법과 비교한 결과 높은 타당성을 보였으며,씹은
왁스 시편을 육안으로 분류한 집단의 MAI점수에 따른 분포를 평가한 결과 정규
분포에 가까운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MAI지수를
이용하여 국소의치 보철 치료 전후의 저작효율 평가에 이용해 본 결과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도구임을 증명하기도 하였다(Sato,2005).이 방법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왔던 체분석법에 비하여 임상에서 간단하게 시행이 가능하며,껌을
이용한 분석법에 비해서도 민감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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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Sato등이 개발한 MAI방법은 오랫동안 신뢰성 있는 객관적 저작 능력 평
가방법으로 받아들여져 온 체분석법의 여러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측정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판별함수를 구하기 위해 왁스 시편을 세 가지
(good,medium,poor)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
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또한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구자의 치아 우식증에 대한 고려없이 임의의 대상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대
상자들 간의 구강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대상자의 저작횟수
를 5회에서 50회 사이에서 임의로 정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좀 더 객관적인 과정에 의해 판별함수를 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저작효율을 구하는 과정은 왁스시편을 저작한 후,왁스 시편의 형태(전체 투사 영역
중에 두께가 50㎛ 이하가 되는 면적의 비율,최대 너비에 대한 최대 길이의 비율,
시편이 얼마나 편평한 지를 나타내는 형태요소)와 색 섞임 정도(두 색이 섞인 면적
의 비율)를 구한 후 판별식을 유도하여 MAI를 도출하는 방식이었다(Sato등 2003,
2005).그러나 다섯 가지 요소 중 MAI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두 색이 섞인
면적의 비율만을 이용하여 저작효율의 정도를 측정하더라도 차이가 없지 않을까하는
점에 착안하여,저작기능을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저작능력의 평가 방법으로서 Sato등이 개발한 방법을 이용
하여 20대 건강한 한국 성인들로 하여금 먼저 땅콩을 1회에서 25회까지 저작하도
록 한 후,이를 체분석법으로 각 저작횟수에 따른 차이 값을 측정하였다.또한 동
일한 대상자들에게 각각 1회에서 25회까지 Wax를 저작하도록 하고,이 결과를 체
분석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건강한 20대 한국 성인의 저작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판별함수를 구한 후,새롭게 구해진 판별함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측정하였다.색
섞임만을 이용하여 저작효율을 측정하여 그 측정값이 저작효율을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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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체체체분분분석석석법법법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222000대대대 성성성인인인의의의 저저저작작작효효효율율율의의의 평평평가가가

14명의 건강한 20대 연구 참가자가 땅콩을 각각 1회부터 25회까지 저작하고 난
후,체(sieve)를 이용하여 땅콩 조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 후,질량을 측정한 결
과 4개의 체 중 가장 크기가 큰 체에 걸러진 2㎜이상의 양이 저작횟수에 따른
저작효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으며,이는 과거의 연구에서도 가
장 큰 체e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크기의 체에 걸러진 땅콩의 양이 저작효율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과거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Manly등,1949)(Table3,
Figure8).가장 큰 체인 2㎜에 걸러진 땅콩의 질량분포 곡선을 3등분하여 1∼5
회를 poor집단으로 10회∼25회를 good집단으로 분류하여 판별함수를 구하는데
적용하였다(Figur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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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MMMAAAIII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저저저작작작효효효율율율의의의 평평평가가가 결결결과과과

가가가...저저저작작작횟횟횟수수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MMMAAAIII점점점수수수 결결결과과과

체분석법을 이용하여 왁스시편을 good,medium,poor의 세 집단으로 나눈 후,
Sato등이 제안했던 독립변수들(왁스의 색 섞임 비율,50㎛ 이하의 왁스의 면적,
왁스의 최대 너비에 대한 최대 길이의 비,왁스의 편평 정도,왁스의 총 투사 면
적)을 각각의 왁스 시편으로부터 구한 후,이를 Fisher판별분석을 통해 판별함수
를 구하였다.

MAI=1.00×10⁻¹×MIXR(50)-1.50××10⁻2×TR+2.98×10⁻¹×LB
+0.00×FF-1.00×10⁻3×AH -7.336

이 결과는 Sato등이 작성했던 판별함수

MAI=1.360×10⁻¹×MIX+2.950×10⁻¹×(TR)+3.584×10⁻³×(LB)
+7.950×10⁻4×(AH)-2.032×10⁻³×(FF)– 12.62

그리고 류 등이 제안했던 판별함수

MAI=7.2×10⁻²×MIX+1.28×10⁻¹×(TR)
+7.47×10⁻¹×(LB)+7×10⁻³×(AH)-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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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차이를 보였다.Sato등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구강 내 상태,저작횟수,그룹분
류의 주관성 개입 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한 판별함수였다.한편 류 등은
저작횟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한 판별함수였고,시
편이 얼마나 편평한 지를 나타내는 형태 요소 변수인 FF는 판별분석결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판별함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상실치아가 없는 건강한 사람으로 제한하였고,대상 연령
을 20대,40대,60대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저작횟수를 1회에서 25회까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왁스 시편을 얻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으로 건강한 한국 성인
의 저작효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며,향후 저작기능에 이상이 있는 한국 성인
들의 저작효율을 분석함에 있어 기준값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라고 사료되어진다.
판별점수는 good,medium,poor각 집단간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각 집
단 내에서 정규분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Figure9).

저작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MAI값은 증가하였으며 남자의 저작효율 평균 점수는
0.19로 여자의 저작효율 평균 점수인 -0.35보다 높게 나타났고(p<0.05,Table4),1
회에서 25회 전체 저작횟수에 걸쳐 남자의 저작효율이 높게 분포되었다(Figure
11).남자의 저작효율이 여자에 비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치아주위 근육이 더
발달하여 저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연령에 따른 저작 효율점수는 40대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60대 그리고 20대의 저
작효율이 -0.2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40대와 60대사이의 저작효율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의미가 없었다(Table4,Figure10).40대가 가장 높은 저작효율을 보이는 것은
치아주위 근육의 발달이 더 많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지고,20대의 경우 40대와 6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화기능이 좋기 때문에 평상시 음식물을 덜 씹고 삼키는 성향이 저
작효율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사료되어지나,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
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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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신신신뢰뢰뢰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왁스 시편을 이용한 저작효율 평가법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1주일 간격으로
2번에 걸쳐 저작하도록 하였다.두 번 저작한 왁스 시편사이의 일치도를 조사해본
결과,최대너비에 대한 최대 길이의 비율인 LB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결
과를 보였고 나머지 3개의 변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5).두 번의 저작
에 의해 산출된 판별점수 또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본 연구의 신뢰성은 높
다고 할 수 있겠다.LB값이 두 번의 측정시기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LB값이 개
인의 저작능력이나 효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단순히 저작 시 저작하는
방법과 매 저작 주기 사이에 혀가 움직이는 방법과 시기에 의해서 형태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다다다...새새새로로로운운운 판판판별별별함함함수수수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새롭게 작성한 판별함수의 타당성은 오랫동안 이용되었던 객관적 저작효율 측정
방법인 체분석법과의 상관성을 조사하고,저작횟수에 따른 판별점수의 차이가 있
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평가하였다.

(((111)))체체체분분분석석석법법법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조조조사사사

건강한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판별함수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먼
저 체분석법에서 사용한 체 중 가장 큰 체에 걸린 크기 2㎜이상의 땅콩과 20대
성인의 판별함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
이 -0.927(p<0001)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Table6).본 연구에 의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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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 판별함수에 의한 판별함수는 그동안 객관적으로 저작효율을 평가하는 대
표적 방법이었던 체분석법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이 결과로 왁
스 시편을 이용한 판별함수는 sato등이 주장한 것과 같이 체분석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22)))저저저작작작 횟횟횟수수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판판판별별별함함함수수수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조조조사사사

저작횟수에 따른 판별점수의 변화를 Duncan분석을 시행하여 조사한 결과,저작
횟수의 증가에 따라 판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7).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되어진 판별함수와 기존의 체분석법이 저작의 효율을 측정
하는데 있어 높은 상관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고,저작횟수의 증가에 따른 판별점
수 또한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과로부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새롭
게 도출한 판별함수는 높은 타당도를 가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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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색색색 섞섞섞임임임 변변변수수수만만만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저저저작작작효효효율율율의의의 평평평가가가

Sato등(2003,2005)이 개발한 MAI(mixingabliltyindex)는 두 가지 색을 혼합한
왁스를 인공 음식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변수들을 판별분석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었다.이 방법은 보철 치료 전후의 저작 능력의 향상을 객관적으로
쉽게 임상에서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체분석법이나 껌 등을
이용한 저작효율 측정방법에 비해 간편하면서도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
다.왁스 시편의 제작 및 구강 내에서 환자의 저작형태를 인기하는 것은 간단하지
만,왁스시편을 이미지 분석기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체 투사 영역 중에 두께가
50㎛ 이하가 되는 면적의 비율(TR),최대 너비에 대한 최대 길이의 비율(LB),시편
이 얼마나 편평한 지를 나타내는 형태요소(FF),두 색이 섞인 면적의 비율(MIX)과
전체 면적(AH)의 다섯 가지 측정값을 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숙달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Sato등이 제안한 판별함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변수 (TR,LB,FF,MIX,AH)중에서 판별점수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독립 변수를
찾아서 그 변수만을 이용하여 저작효율을 간단하게 구해보고자 하였다.
Table8은 체분석법에 사용되었던 체 중 그 크기가 가장 큰 2㎜에 걸러진 땅콩
시편의 질량 비율과 판별함수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개의 변수사이의 상관성을 구
한 것이다.전체 투사 영역 중에 두께가 50㎛ 이하가 되는 면적의 비율(TR),최
대 너비에 대한 최대 길이의 비율(LB),시편이 얼마나 편평한 지를 나타내는 형태
요소(FF),전체 면적(AH)와 체 2㎜사이의 상관계수가 각각 0.209,-0.126,-0.150,
0.122로 낮은 반면,50㎛이상의 두께를 가진 색 섞임 비율 값 MixR(50),전체
projectionarea에 대한 색 섞임 양의 비율인 MixR(T)와 체분석법과의 상관 계수
는 모두 -0.933으로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는데,이는 기존에 sato등이 제안했던
판별함수에 의한 판별점수와의 상관계수인 -0.927보다도 높은 값이며,이는 Sato
등이 왁스의 색 섞임만을 비교하는 것보다 색 섞임과 형태의 변화를 같이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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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저작효율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존의 내
용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Sato등이 제안했던 판별함수를 이용한 저작효율의 측정은 기존의 체분석법에
비해 시간과 번거로움이 적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본 연구 결과 왁
스시편의 단순한 색 섞임 비율만을 측정하여 저작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기존의
판별함수를 구해서 저작효율을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며,연구
결과 판별함수에 비해 더 정확하게 저작효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MixR(50)변수는 분석과정에서 50㎛ 이상의 정보를 얻어야만 하므로,분
석과정상 두께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면적 중에서 색 섞임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인 MixR(T)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저작효율을 반영할
수 있는 점수라 사료 되었다.

가가가...성성성별별별 및및및 연연연령령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색색색 섞섞섞임임임 비비비율율율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성별 및 각 연령대의 색 섞임 비율의 평균을 구하였다.남성이 여성에 비해 색
섞임 비율이 높았고(Table9,Figure13),60대,40대,20대 순으로 색 섞임의 비율
이 차이가 있었으나 60대와 40대사이의 색 섞임 비율의 값은 통계적으로 차이
가 없었는데(Table9,Figure12),이는 판별함수를 이용한 판별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그 원인 또한 동일하리라 사료되어진다.

나나나...저저저작작작횟횟횟수수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색색색 섞섞섞임임임 비비비율율율 값값값의의의 차차차이이이

Duncan분석 결과 저작횟수의 증가에 따라 색 섞임 비율의 값은 통계적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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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게 차이를 보였고(Table10),체 2㎜와의 상관성도 -0.933으로 높게 나타
났기 때문에(Table8)색 섞임 비율 값만 가지고 저작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충
분히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ato등이 제안한 왁스시편을 이용하여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저
작횟수에 따른 시편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좀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판별함수를 도출해 내었으며,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체분석법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판별함수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나아가 판별함
수를 이루는 다섯 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색 섞임 비율의 값이 저작효율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변수이며,Sato등이 제시한 판별함수보다 저작효율을 평가하는
데 있어 우수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왁스 시편을 이용하여 저작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색 섞임 비율의 값만을 조사하여도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객관적인 저작효율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은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앞으로 더욱 연구가 진행되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저작능력 평
가방법을 종합하는 새로운 지표가 개발되어 개개인의 저작능력을 포괄적으로 나
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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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Sato등이 저작 효율 평가에 사용했던 MAI(mixingabilityindex)방
법론을 한국인의 식습관 및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한국형 MAI를 개발하여 그 타
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보다 간편하게 저작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20대,40대,60대의 건강한 한국 성인 42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제어하여 객관적인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건강한 한국 성인에
맞게 새롭게 고안된 MAI를 기존의 체분석법(sievingmethod)과 비교함으로써,새
로운 MAI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또한 MAI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변수
중 색 섞임 비율만으로도 저작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지 조사하여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저작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만들어 보고자 연구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20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회에서 25회까지 저작한 인공음식을 이용하
여 건강한 성인의 저작효율을 나타내는 판별함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MAI=1.00×10⁻¹×MIXR(50)-1.50××10⁻2×TR+2.98×10⁻¹×LB
+0.00×FF-1.00×10⁻3×AH -7.336

2.2회에 걸쳐 왁스 큐브를 저작하여 그 신뢰성을 조사하였고,기존에 널리 사
용되어 지고 있는 땅콩을 이용한 체분석법과 비교하여 새롭게 구한 판별함수
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새롭게 구한 판별함수는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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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ato등이 제안한 판별함수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변수와 객관적 저작효율
측정방법인 체분석법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다섯 개의 변수 중 색 섞임
비율과체분석법과의 상관계수가 -0.933으로 다른 나머지 4개의 변수에 비해
가장 상관성이 높았고,이는 MAI 판별점수와 체분석법과의 상관계수인
-0.927보다 높으므로,색 섞임 비율이 Sato등이 제시했던 MAI판별함수보다
저작효율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왁스 큐브를 이용하여 저작효율을 조사할 때,왁스 시편의 색 섞임
비율만을 구함으로써 저작효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이는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저작효율 측정방법인 체분석법보다 간편한 것은 물론이고,Sato등이
제안한 MAI보다도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저작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객관적인 저작기능 중 동적인 저작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왁스 시편을 저작한 후 시편전체의 면적 중 색이 섞여 있는 부분의 비율만을 측
정함으로써 개인의 저작효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향후
개인의 저작기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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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nnneeewww eeevvvaaallluuuaaatttiiinnngggmmmeeettthhhooodddooofffmmmaaassstttiiicccaaatttooorrryyy
eeeffffffiiiccciiieeennncccyyybbbyyyuuusssiiinnngggwwwaaaxxxcccuuubbbeee

KyungchulLee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In this study,we applied the MAI(mixing ability index) methodology
developedbyDr.Satoetalto42healthyKoreanadultsandtriedtodevelopa
new discriminantfunction.Weselectedadultsintheir20s(n=14),40s(n=14),
and60s(n=14)withnohistoryoftoothlossorsevereperiodontaldisease.The
patientschewedwax cubesfor1to25chewing strokes.Thesewax cubes
indicated tousthechangein masticatory efficiency asasurrogateofthe
numberofchewingstrokes.Weevaluatedthereliabilityandvalidityofthis
method by comparing itwith thesieving method using nuts.Wetried to
developasimplerevaluatingmethodbyusingthemixedcolorratio,theratio
ofthetwo-colorwax-mixedareaoverthetotalchewedwaxarea.

Theresultswereasfollows:

1.FourteenhealthyKoreanadultsintheir20schewedthewaxcubesbetween
1and25chewingstrokeseach.Comparedtothesievingmethod,wewereable
todevelopanew discriminantfunction forhealthy Korean adultsthat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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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edifferentfrom Sato'sdiscriminantfunctioninJapaneseadults.

MAI=1.00×10⁻¹×MIXR(50)-1.50××10⁻2×TR+2.98×10⁻¹×LB
+0.00×FF-1.00×10⁻3×AH -7.336

2.Evaluationofthereliabilityofthenew MAIusingthetest-retestmethod
andmeasurementofthevaliditythroughcomparisonwiththesievingmethod
showedhighreliability(p-value0.58)andhighvalidity(correlationcoefficient
-0.927,p<0.05).

3.Weconcludedthatthemixedcolorratiowasthebestwaytoevaluatethe
masticatory efficiency compared to the other variables in Dr. Sato's
discriminantfunction.Thecorrelationcoefficientbetweenthemixedcolorratio
and thesieving method (-0.933,p<0.05)washigherthan thatoftheMAI
(-0.927,p<0.05).
We concluded thatthe discriminantfunction in Korean adults was quite
differentfrom thatinJapaneseadults,whichshowedhighvalidityandhigh
reliability,andthemixedcolorratiowasthebestwaytoevaluatemasticatory
efficiency.Themixedcolorratioisnotonlysimplerthanthesievingmethod,
butitisalsosimplerandmoreaccuratethandiscriminantfunctionofMAI
proposedbyDr.Satoetal.

 Key words : masticatory efficiency, masticatory ability, MAI(mixing ability 

index), wax cube, artifici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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