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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뇌성마비 아동에서 비구어기제기능에 기초한 삼킴 곤란에 

대한 평가 
 

 뇌성마비 아동에서 삼킴 장애는 유병율이 높고, 환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애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방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구어기제기능과 삼킴 

곤란, 환아의 기능상태, 영양상태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 삼킴 곤란의 

검사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84명의 뇌성마비 환아에 대해서 Oral motor status (OMS) 검사를 

통해 삼킴 기능에 이상을 평가하였고, Feeding-swallowing 

evaluation protocol for children (FEP-C)를 이용해서 

비구어기제기능을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검사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의 이상이 심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체질량지수를 이용해서 

환아의 영양상태를 분류하였고, 대동작기능분류체계를 이용해서 1, 2, 

3 단계 환아를 저기능군으로 4, 5 단계 환아를 고기능군으로 

분류하였다. OMS 검사상 57명(67.9%)의 환아가 삼킴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EP-C 평균점수는 저기능군이 고기능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OMS와 FEP-C 평균점수는 저체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고기능군과 비교해서 저기능군에서 

저체중의 유병율이 높았고, OMS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OMS 점수는 

FEP-C의 모든 하부영역의 평균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FEP-C를 통해 평가한 비구어기제기능은 환아의 대동작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또한, 삼킴 기능과 영양상태 역시 

비구어기제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

핵심되는 말 : 뇌성마비, 체질량지수, 삼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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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성마비 환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 중 섭식 

장애나 삼킴 곤란은 그 유병율이 높다. 1,2 또한 환아나 보호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장애로 인식되어 왔다. 3,4 

삼킴 곤란은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킴과 더불어 흡인, 

반복되는 폐렴, 만성 폐질환 및 영양 실조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켜, 

뇌성마비 환아의 사망위험도를 6 배나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4, 5  

 뇌성마비 아동에서 삼킴 곤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은 체간 조절의 

미숙, 인∙후두기능의 장애, 호흡조절의 미숙, 비정상적 구강 반사,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다양하나 구강운동기능의 장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소아의 삼킴 곤란에 대한 검사 

방법은 가족력, 병력, 발달력, 섭식 상태에 대한 검토, 이학적 

검사(섭식 전 평가), 구강구조와 기능에 대한 평가, 섭식 양상 관찰, 

신체 성장에 대한 평가, 신경발달 평가, 심폐기능 평가, 투시조영 

삼킴검사와 같은 각종 기기를 사용한 평가 방법으로 크게 



나뉘어진다.7 그러나, 어떠한 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선 

연구들마다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각각의 하부 

요인에 대한 특화된 검사법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삼킴 곤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은 비디오 투시조영 

삼킴검사(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이하 VFSS)로 

알려져 있으나, 인두기의 삼킴 곤란의 진단에 있어서 타 검사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비용, 방사선 노출 및 검사 

받는 환아가 받는 불편감 및 실제 식사를 조영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해 소아의 삼킴 곤란에 대한 검사로서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8  

이러한 이유로 삼킴 곤란에 대한 비침습적이면서도 비교적 간단한 

검사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일종의 섭식 전 평가인 

비구어기제기능과 삼킴 곤란의 연관성을 밝히는 몇몇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9-12 비구어기제기능이란 인간의 발성 기관의 움직임 중 

발음과 관련되지 않는 동작이나 과제를 뜻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볼을 부풀린다던가 혀를 내미는 동작 등을 말한다.  

Oral motor status(이하 OMS)는 Stalling 등 13이 삼킴 장애의 존재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고자 고안한 지표로서 일종의 섭식 과정 관찰 

평가로서 전반적인 삼킴 장애의 정도를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도구이다.  

뇌성마비 환아에 있어서 영양상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킴 

곤란의 간접적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다. 영양상태의 평가 방법 중 

체질량지수는 손쉽게 측정 가능한 임상지표로서 영양상태에 대한 

검사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받은 지표이다.14  

뇌성마비 환아에서 대∙소근육 운동기능이 삼킴 기능과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5,15,16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환아의 기능 수준에 따른 삼킴 곤란의 

유병율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영양 상태와 삼킴 곤란의 

연관성에 대해 밝힌 연구도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환아의 중증도에 따른 

영양실조와 삼킴 곤란의 유병율을 살펴보고, 검사자가 평가한 

비구어기제기능이 삼킴 곤란 및 영양상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 향후 비구어기제기능의 평가가 삼킴 곤란 

검사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7 년 10 월부터 2009 년 12 월까지 2 년 2 개월 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받은 뇌성마비 

환아 및 복지관 1 곳에서 치료 받고 있는 환아, 연세 재활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삼킴 곤란 호소 여부와는 상관 없이 검사가 가능한 모든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및 질환의 중증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표집을 진행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 환아 수는 84 명이었으며, 남아 46 명, 여아 

38 명이었으며, 연령의 범위는 24 개월(2 세)에서 211 개월 (17 세 

7 개월)이었으며, 평균연령은 79±40.7 개월이었다. 뇌성마비 

유형별로는 경직성 양마비가 46 명, 경직성 사지마비가 22 명, 

혼합성이 9 명, 경직성 편마비가 7 명이었다. 

대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별로는 Ⅰ단계 10 명, Ⅱ단계 11 명, Ⅲ단계 18 명, Ⅳ단계 

42 명, Ⅴ단계 3 명이었다. 

 

2. 연구방법 

뇌성마비의 중증도는 대동작기능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치료기관에 소속된 물리치료사가 평가한 의료기록에서 확인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물리치료사가 직접 평가하여 분류하였다.17 

대동작기능분류체계를 통해 Ⅰ, Ⅱ, Ⅲ 단계 환아를 고기능 뇌성마비 



환아군으로 Ⅳ, Ⅴ 단계 환아를 저기능 뇌성마비 환아군으로 

정의해서 분류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GMFCS Ⅳ, Ⅴ 단계 환아는 보행이 불가능한 환아들로 관절의 구축, 

척추측만증 등으로 인해 실제 키보다 작게 측정되어 체질량지수가 

예상되는 값보다 크게 나올 수 있으므로 경골 길이를 측정해서 

산출한 키(36.9+2.0*경골길이+월령)와 체중을 바탕으로 하여 

구하였다.18-20  

 산출된 체질량지수는 2007 한국 소아 청소년 성장 도표를 참조 

값으로 이용해서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95 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85백분위수에서 95백분위수 사이를 과체중으로 정의하였고, 

5 백분위수 미만을 저체중으로 정의하였으며, 나머지를 정상 체중으로 

정의하여서 과체중 이상 군, 정상 체중군, 저체중군의 3 가지 군으로 

분류하였다.21  저체중군은 유의하게 낮은 체질량지수를 가지므로 

영양실조를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다.22 

비구어기제기능 및 삼킴 기능은 본원 소속 언어치료사 및 본 

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학생에 의해 평가하였다. 

비구어기제기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에서 

개발한 아동 섭식-삼킴장애 평가 프로토콜(feeding-swalling 

evaluaton protocol for children; 이하 FEP-C)을 이용하여 

평가문항에 따라 각 하부기제 별 평가를 진행하며, 호흡 4 문항, 

인후두 5 문항, 구강 22 문항 (입술 10 문항, 혀 10 문항, 턱 4 문항)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본 프로토콜은 섭식-삼킴기능관련 영역에서 

정상발달 이정표에 비추어 이 영역의 발달이 일정 수준 

완료되는 24 개월 이상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다.10 각 

기관의 움직임은 5 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했으며, 이때 0 점은 



정상을, 4 점은 심각하게 저하된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호흡, 인후두, 입술, 혀, 턱 점수의 각 평균값을 

산정해서 분석했다(Appendix 1).   

삼킴 기능의 직접평가는 OMS 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총 

5 문항에 대해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하였다(Appendix 2). 이때 

0 점은 정상을 나타내며, 점수가 올라갈수록 삼킴 기능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3 

 

3. 통계 처리 

통계 분석은 윈도우용 SPSS version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고기능   군과 저기능군 간의 비만도 차이는 피셔의 

정확검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 하였으며, 각 군 간의 OMS, 

비구어기제기능 하부영역 평균 점수는 각각 독립 표본검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환아군에서 FEP-C 하부 영역 간의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사후검정은 post-hoc Tukey’s test 를 이용하였다. OMS 점수와 

FEP-C 하부 영역의 평균 점수 간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p<0.05 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뇌성마비 아동에서 비구어기제기능 

 전체 환아에서 OMS 점수가 1점이라도 기록된 삼킴 곤란의 증상을 

보이는 환아가 전체 환아 84명 중 57명(67.9%)에 달했으며, 나머지 

27명(32.1%)은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1). 

 

표 1. Oral motor status 점수에 따른 환아의 분포 

Oral motor status 점수 환아수(총 84 명)(%) 

0 27(32.1) 

1 27(32.1) 

2 7(8.3) 

3 12(14.3) 

4 7(8.3) 

5 4(4.8) 

 

전체 환아에서의 FEP-C의 하부 영역별 점수분포는 Fig. 1과 같았

으며, 각 하부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0점이 넘어서 기능에 이상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난 환아는 호흡 기능 34명(40.5%), 인∙후두 기능 52명

(61.9%), 입술 기능 68명(81.0%), 혀 기능 60명(71.4%), 턱 기능 28

명(33.3%)이었다. 평균 점수가 2점이 넘는 환아는 호흡 기능 8명

(4.8%), 입술 기능 14명(16.7%), 혀 기능 11명(13.1%), 턱 기능 3명

(3.6%)이었으며, 인∙후두 기능에서 평균 점수가 2점이 넘는 환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전체 환아에서 FEP-C 하부 영역 별 평균 점수의 분포. 

입술과 혀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아가 다른 영역에 이상이 있는 

환아보다 많음.  

FEP-C: Feeding-swalling evaluaton protocol for children, Res: 

Respiration, Lar-Pha: Laryngopharynx 

 

전체 환아에서 FEP-C 하부 영역 간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인∙후두 기능과 턱 기능의 평균 점수가 입술과 혀 기능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전체 환아에서 FEP-C 하부 영역 별 평균 점수 

FEP-C 평균값
1
 

호흡 
0.57±1.00

*
 

인후두 
0.34±0.43

*†
 

입술 
1.09±1.03 

혀 
0.94±0.90 

턱 
0.33±0.69

*†
 

1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  입술기능 점수와 차이가 있는 경우(P<0.05) 
† 혀 점수와 차이가 있는 경우(P<0.05)  

 

OMS 점수와 FEP-C 의 각 하부 영역의 평균 점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입술 기능이 OMS 

점수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3). 

 

표 3. OMS 점수와 FEP-C 하부 영역 간의 연관성 

FEP-C 상관 계수
1
 

호흡 0.529
*
 

인후두 0.431
*
 

입술 0.649
*
 

혀 0.575
*
 

턱 0.587
*
 

* p<0.05. 

 

 

 

 



 

2. 기능적 수준에 따른 비구어기제기능  

저기능 환아군에서 영양실조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고기능 

환아군에서 과체중 이상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5) (표 4). 

 

표 4. GMFCS 단계에 따른 영양 상태 

GMFCS 

영양 상태 (n=84) 

저체중 

(n=25)(%) 

정상 

(n=50)(%) 

과체중 

(n=9)(%) 

Ⅰ 1 6 3 

Ⅱ 2 7 2 

Ⅲ 3 14 1 

Ⅳ 18 21 3 

Ⅴ 1 2 0 

Ⅰ+Ⅱ+Ⅲ 6(15.4)
 *
 27(69.2)

 *
 6(15.4)

 *
 

Ⅳ+Ⅴ 19(42.2)
 *
 23(51.1)

 *
 3(6.7)

 *
 

1 GMFCS는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의 약자임  
* p<0.05. 

 
저기능 환아군이 고기능 환아군과 비교해서 OMS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5) (표 5).  

 

 

 

 

 



 

 

표 5. 고기능 환아군과 저기능 환아군, 저체중 환아군과 정상 체중 

이상군 간의 OMS 점수 및 FEP-C 점수 비교   

 

기능 

 

영양 상태 

저기능군 

(n=45) 

고기능군 

(n=39) 

 

 

저체중 

(n=25) 

정상 또는 

과체중 

(n=59) 

F
E

P
-C

 

호흡 
1.04±1.24* 0.09±0.24 

 
1.02±1.27† 0.37±0.26 

인후두 
0.41±0.43* 0.23±0.35 

 
0.52±0.42† 0.25±0.38 

입술 
1.67±1.03* 0.46±0.49 

 
1.53±1.00† 0.86±0.95 

혀 
1.41±0.91* 0.41±0.49 

 
1.29±1.01† 0.75±0.78 

턱 
0.60±0.72* 0.02±0.07 

 
0.73±0.84† 0.16±0.36 

OMS 2.16±1.62* 0.72±0.92  2.20±0.80† 1.19±1.27 

1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22  

  OMS는 Oral motor status의 약자임. 
3  FEP-C는 Feeding-swalling evaluaton protocol for children의 약자임. 

*  고기능군과 차이가 있는 경우(P<0.05) 
† 정상 또는 과체중군과 차이가 있는 경우(P<0.05)  

 

대동작기능이 나쁜 군일수록 OMS 점수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2).  



 

 

 

그림 2. GMFCS 단계 별 OMS 점수의 분포. GMFCS 단계가 

올라갈수록 OMS 점수가 높은 환아의 수가 증가한다.  

GMFCS :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OMS 점수가 1점 이상인 환아는 고기능 환아군에서는 39명 중 

20명(51.3%), 저기능 환아군에서는 45명 중 37명(82.2%)이었다. 

이중 OMS 점수가 4점 이상인 환아는 총 11명(13.1%)이었으며, 

이들의 뇌성마비 유형은 사지마비가 7명, 혼합형이 4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GMFCS Ⅳ, Ⅴ 단계인 환아였다.  

 FEP-C 의 모든 하부 영역에서 저기능 환아군의 평균 점수가 

고기능 환아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표 5). 대동작기능이 

나쁜 군일수록 각 하부 영역의 평균 점수는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3). 

 



 

그림 3. GMFCS 단계 별 FEP-C 평균 점수. GMFCS 단계가 

높아질수록 FEP-C 각 하부 영역 별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임.  

FEP-C: Feeding-swalling evaluaton protocol for children, 

GMFCS :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3. 영양 상태에 따른 비구어기제기능과의 연관성 

저체중으로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분류된 환아는 85 명 중 

25 명(29.4%)이었다. 저체중군이 저체중이 아닌 군보다 OMS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표 5). 

저체중군이 저체중이 아닌 군보다 FEP-C 의 모든 하부 영역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표 5). 저체중군에서 

FEP-C 의 각 하부 영역별 평균 점수의 분포에서 각 하부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0 점이 넘어서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환아는 호흡 기능 16 명(64%), 인∙후두 기능 20 명(80%), 입술 기능 

22명(92%), 혀 기능 21명(84%), 턱 기능 14명(56%)이었다(그림 4). 

 



 

그림 4. 저체중군에서 FEP-C 각 하부 영역의 평균 점수 분포. 각 

하부 영역에서 이상이 있는 환아의 비율이 전체 환아군에서 보다 

(그림 1) 높음. 특히 다른 영역보다 입술과 혀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아가 많음. 

 

 

 

 

 

 

 

 

 

 

 

 

 



Ⅳ. 고찰 

 

정상적인 삼킴은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의 세 과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호흡 및 저작기능과도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에 

가능하게 된다. 각각의 과정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각각의 기능에 이상이 생길 때 삼킴 곤란이 나타난다.22 구강기는 턱, 

입술, 그리고 혀의 움직임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는데, 

뇌성마비 환아의 경우 비정상적인 구강운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씹기 시에 저작근인 교근과 측두군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의 

저하로 턱을 열고 닫기가 어렵다.23  입술 주위 근육 기능 및 협응력 

저하로 입술을 여닫기 어렵다. 입술을 다무는데 제한이 있을 경우 

씹기가 어려워지며, 삼킴을 위한 적절한 구강내압을 형성하지 못하여, 

음식물을 흘리거나, 과도한 침흘림을 야기한다. 실제로 뇌성마비 

환아들의 입술 폐쇄압을 측정한 결과 정상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24 또한 혀의 운동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기 좋은 식괴를 형성하고, 인두로 넘겨주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며, 특히 혀 끝 및 측면 움직임이 저한된 

경우에는 그 어려움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5 

호흡시간과 삼킴 간에는 삼킴의 구강단계에서 보다 인·후두단계 시에 

호기의 평균 길이가 더 길다거나, 액체를 마실 때보다 고형식 삼킴 

시에 호흡 주기가 증가하는 등의 일정한 시간적 관계가 있어야 

적절한 삼킴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뇌성마비 환아에서 호흡기능은 

삼킴 시 요구되는 증가된 호흡량의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흡인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2 또한, 인∙후두기능 

역시 삼킴 시 협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후두거상의 부족이나 

성대의 내전 장애로 인해 기도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 흡인의 



위험성이 증가된다.26 본 연구에서의 비구어기제기능은 이러한 삼킴의 

단계별 각 기관의 기능적 움직임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고자 

사용되었다. Gisel 등 9은 삼킴 곤란이 있는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비구어기제기능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결과 삼킴 곤란 증상의 호전과 

영양 상태의 개선을 이루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치료적 

개입의 효과가 검증된 것을 근거로 삼킴 곤란의 평가 방법으로써 

비구어기제기능의 활용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 등 10 은 

뇌성마비 환아에서 비구어기제기능이 삼킴 곤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비구어기제기능 중 구강운동기능, 

호흡기능, 인·후두기능의 장애는 각각 삼킴 기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1,12  이처럼 비구어기제기능의 

평가는 각 하부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OMS 점수가 1 점이라도 기록된 삼킴 곤란의 증상을 

보이는 환아가 67.9%에 달했으며, 고기능 환아군에서는 51.3%, 

저기능 환아군에서는 82.2%이었다. 저기능 환아에서 보다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양상은 섭식 과정 관찰검사 중 하나인 Schedule for 

Oral Motor Assessment (SOMA)를 사용해서 Reilly 등 1 이 47 명의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지만 Reilly 등의 

연구에서는 91.5%의 환아에서 삼킴 곤란을 보고하였다. OMS 점수가 

4 점 이상인 환아는 총 11 명이었으며, 이들의 뇌성마비 유형은 

사지마비가 7 명, 혼합형이 4 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GMFCS Ⅳ, 

Ⅴ단계의 환아였다. 이러한 결과는 Reilly 등 1 이 경직성 사지마비와 

혼합형 뇌성마비 환아에서 삼킴 곤란과 구강운동기능장애의 유병율이 

현저히 높았음을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전신운동기능의 



수준이 낮을 경우 섭식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이다.  

FEP-C 의 각 하부 영역에 이상이 있는 전체 환아에서의 비율은 

입술 기능(81.0%), 혀 기능(71.4%), 인∙후두 기능(61.9%), 호흡 

기능(40.5%), 턱 기능(33.3%) 순이었으며, 영양실조가 있는 

저체중군에서도 이상이 있는 환아의 비율은 높아졌지만 이 순서는 

동일하였다. 또한 전체 환아에서 FEP-C 각 하부 영역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입술과 혀 기능의 평균 점수가 인∙후두와 턱 기능의 

평균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뇌성마비 환아의 비구어기제기능에서는 입술과 혀 

기능의 저하가 보다 더 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평가 방법 상 

입술과 혀 기능의 평가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영역보다 높았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고기능 환아군에서 과체중 이상의 빈도가 높았고(15.4%), 저기능 

환아군에서 영양실조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42.2%). Hurvitz 

등15의 연구에서도 GMFCS Ⅳ, Ⅴ 단계 환아군에서 영양실조의 

빈도가 40% 정도로 본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GMFCS Ⅰ, Ⅱ, 

Ⅲ 단계 환아군에서는 과체중 이상의 환아가 30%로 본 연구에서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인종적 사회경제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뇌성마비 환아에서 과체중이나 비만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장애로 인한 육체적 활동의 부족과 낮은 수준의 

유산소운동능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7,28 저기능 뇌성마비 환아에서 

영양실조의 빈도가 높은 것은 내과적 합병증의 중복이환, 높은 

수준의 대사요구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섭식 장애나 삼킴 곤란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9,3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질량지수는 영양상태 평가에 있어 

유의한 지표이긴 하나 연구대상의 나이가 어릴 경우 성별 및 연령 

별로 체질량지수가 크게 변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자체를 변수로 사용하지 않고, 문 등21이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2007 한국 소아 청소년 성장 도표를 이용해서 성별 

및 연령 별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과체중과 정상 체중, 저체중으로 

환아군을 분류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령과 성별의 영향을 

보정하여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고기능 뇌성마비 환아군이 저기능 뇌성마비 환아군 

보다 OMS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실조인 

환아군의 OMS 점수(2.20±0.80)가 정상 체중 이상의 환아군의 

점수(1.19±1.27)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lisbeth 

등 31 의 연구에서도 섭식 과정 관찰 검사인 Dysphagia Disorders 

Survey (DDS)를 이용해서 삼킴 곤란 선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저기능 뇌성마비 환아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DDS 나 Reilly 등 1 이 개발한 SOMA 와 같은 섭식 과정 

관찰검사가 빠르고, 비침습적이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므로 삼킴 곤란의 사전 선별검사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FEP-C 의 모든 하부 영역의 평균 점수가 저기능 뇌성마비 

환아군에서 고기능 환아군의 평균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실조가 있는 환아군에서 FEP-C 의 모든 하부 

영역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대동작기능이 나쁜 군일수록 FEP-C 의 모든 하부 영역의 평균 

점수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Fig. 2). 그러나 입술, 혀 

기능의 점수는 대동작기능이 좋은 환아군에서부터 수치가 올라가 



있는 반면, 호흡, 턱 기능의 평균 점수는 GMFCS Ⅳ단계 이상이 

되어서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호흡 및 턱의 

기능의 이상이 대동작기능의 수준이 많이 저하되는 환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시사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OMS 점수는 FEP-C 의 모든 하부 영역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성마비 환아에서의 삼킴 곤란이 호흡기능, 

인·후두기능, 구강운동기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전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11,12,26 특히 입술 기능의 

평균 점수와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섭식 

과정에서 정상적인 입술 기능 특히 입술폐쇄압의 중요성을 보고한 

Chigira 등 24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입술 기능 외에도 턱과 혀의 

상관계수가 높았는데, 이는 구강운동기능의 이상이 삼킴 곤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Reilly 등 3 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영양실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삼킴 곤란의 가능성이 높은 

25 명의 환아 중 입술이나 혀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아가 각각 92%, 

84% 로 다른 하부 영역보다 높았다는 점 역시 이들 구강운동기능과 

삼킴 곤란의 밀접한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Rogers 등 32 이 90 명의 삼킴 곤란을 호소하는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VFSS 를 실시한 결과, 구강기 이상이 98%에서 관찰되었고, 

인두기 이상은 99%였으며, 흡인은 38%에서 보였고, 이중 

무증상흡인이 97%에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에 비추어 볼 때, 

비구어기제기능 검사가 VFSS 보다는 인·후두기능의 평가에 덜 

민감해서 상대적으로 상관계수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전체 환아 중에서 인·후두 기능의 평균 점수가 2 점을 넘은 환아가 

없었다. 이 점 역시 비구어기제기능을 통해 인·후두 기능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측면에서 평가의 민감도가 낮은 것이 한가지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보호자에 의한 설문 형식의 검사를 채택하지 않아서 

보다 객관성을 가질 수 있었다. 여러 보고에서 이미 뇌성마비 환아의 

보호자들은 대개 익숙해져서든, 아니면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환아들의 삼킴 곤란에 대해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보호자에 의한 설문은 검사자에 의한 관찰검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1,33  

또한 삼킴 곤란을 진단하는 도구로서 영양상태를 확인하는 

체질량지수와 섭식 전 평가인 FEP-C, 섭식 과정 관찰 검사인 

OMS 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OMS점수는 비구어기제기능의 평가 점수와 

환아의 기능적 수준 및 영양 상태에 따라 일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문항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선별 검사로서의 활용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FEP-C 는 여러 문항으로 구성되어 시행에 시간이 걸리고, 숙달된 

언어치료사가 시행해야 하지만 그 하부 영역별 이상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장점은 환아의 기능적 수준이 

낮아지고, 삼킴 곤란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이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환아군의 연령이 다양해서 연령에 따른 구강조절기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령별로 분류하여 비교 

평가하거나 정상 아동과의 비교 평가를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전에 OMS 와 VFSS 의 상관 관계를 밝힌 

연구가 없는 만큼 보다 정확한 삼킴 곤란 검사방법인 VFSS 와 

비구어기제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구어기제기능의 하부 영역별 문항 중 삼킴 곤란과 보다 연관성 

있는 문항을 찾아내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영양 상태 및 섭식 과정 

관찰 평가를 통해 환아의 기능별 삼킴 곤란의 유병율을 살펴보고, 

비구어기제기능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뇌성마비 환아에서 주로 입술과 혀의 기능 저하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환아의 대동작기능이 낮을수록 OMS 점수가 

높았고, 영양실조의 유병율이 높았으며, 비구어기제기능의 하부 영역 

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영양실조가 있는 환아군 역시 정상 

체중 이상인 환아군 보다 OMS 점수와 FEP-C 의 하부 영역 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OMS 점수는 FEP-C 의 모든 하부 

영역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삼킴 곤란 평가 방법으로써 비구어기제기능 평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뇌성마비 환아, 특히 저기능 환아나 혼합형 뇌성마비 

환아의 경우 OMS 와 같은 섭식 과정 관찰 검사와 체질량지수와 같은 

영양상태 평가를 통해 삼킴 곤란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새로이 

개량된 비구어기제기능 검사를 이용해서 하부 영역별 이상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빠른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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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on-speech 

mechanism function in relation with functional status and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utritional status and non speech 

mechanism function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CP). 

Eighty four children with CP a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Non 

speech mechanism function was investigated with a simple 

scale of oral motor status (OMS) and a feeding-swallowing 

evaluation protocol for children (FEP-C). Higher score 

represents more severe in dysfunction in both tests. As well,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the 

nutritional status based on body mass index were assessed in 

these subjects. The mean scores of non-speech mechanism 

function in low functioning group were higher than in high 

functioning group. The mean scores of both OMS and FEP-C 

were higher in individuals with underweight. Underweight was 

more prevalent along with higher scores in oral motor function 

in low functioning group. Non-speech mechanism function 

was closely related with GMFCS level. As well,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oromotor function and nutritional status in 

these individuals with CP related with non-speech mechanism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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