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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저작 능력과

자·모음 조음 특성 간의 상관관계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섭식 장애와 마비말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된 구강 기제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경직형(spastic)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신체 근육의 긴장도가 높으며 저작 시

입술, 혀, 턱 등의 구강 기제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비정상적인 구강 반사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조음 시 자음과 모음의 왜곡과 동시에 말의 속도,

강세, 쉼, 리듬 등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입술, 혀, 턱과 같은 구어 산출의 하부 기관의 기능을 분류하여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저작 능력과 조음 능력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려

하였다. 이를 통해, 저작 능력의 정도를 파악하여 섭식 기능이 구어 전

단계(pre-speech)에 완성되어야 하는 과업으로써 조음 능력과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만 7-12세 연령의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 25명(남13, 여12)이었다.

먼저, 저작 능력의 경우 아동 섭식-삼킴평가 프로토콜(FEP-C)의 일부

문항을 선별 사용하여 물과 세 가지 재질의 음식(요플레, 두부, 새우깡)에

대한 아동의 저작 능력을 평가하였다. 두 번째, 조음 능력의 경우 아동용

발음평가(APAC)를 활용하여 청지각적 평가를 통해 조음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음향학적 평가는 Praat 분석을 통하여, 단모음(/아/, /에(애)/,

/이/, /우/)의 모음 공간 면적(vowel space area)과 이중모음 (/야/, /여/, /요/,

/유/)의 F2 기울기(F2 slope)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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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저작 능력은 조음 정확도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었다.

이는 저작 시 입술, 혀, 턱의 움직임이 원활할수록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등의 명료한 자음 산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둘째, 저작 능력은 모음 공간

면적과 연관성이 존재하였다. 이는 저작 시 입술, 혀의 움직임과 구강 개방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명료한 모음 산출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셋째, 저작

능력은 이중모음의 전이 구간과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입술, 혀, 턱의

움직임의 수행력이 저하될수록 이중 모음을 산출하기 위한 전이 구간(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F2 기울기가 감소함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이를 통해

저작 기능과 조음 기능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중재 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 경직형 뇌성마비, 저작, 씹기, 조음, 조음 정확도, 모음 공간 면

적, F2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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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저작 능력과

자·모음 조음 특성 간의 상관관계

<지도교수 나 동 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이 경 민

I. 서 론

1. 이론적 배경

입술, 혀, 아래턱 등의 기관으로 가능한 공통적 두 가지 기능은 바로 저작과

구어 산출이다. 아동은 발달기를 거치며 빨기, 삼키기, 씹기 등의 구강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입술, 혀, 턱 등의 조음 기관이 발달한다. 섭식 기

능을 발달시키며 구어 산출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이다.

섭식(feeding)이란 다양한 재질의 음식을 숟가락, 컵, 및 빨대를 사용하여 구

강 내에 위치시켜 구강기관의 움직임을 통해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1

저작(chewing)은 구강 내의 음식물을 삼킴에 용이한 음식덩이(bolus)를 만드

는 과정으로 이와 혀를 사용하여 깨물어 부수고 문질러 으깨는 동시에 타액과

혼합하는 과정의 섭식 행동이다.2 저작은 다양한 구강 기관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혀, 입술, 턱이 동시에 협응하여 조화를 이루며 발생하는 형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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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3 정상 아동의 경우, 섭식 기관 운동의 발달은 약 18개월까지

지속된다. 먼저 신생아들은 빨기-삼키기 반사, 뿌리 반사, 씹기 반사, 구역 반

사 등 반사적이고 자동적인 섭식 반사가 나타난다. 배고픔이나 배부름, 의식

정도나 수준, 영아의 신경학적 상태에 따라 뿌리 반사나 빨기 반사들은 그 정

도가 달라질 수 있다.4 구강 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혀의 전후

움직임만이 나타나는데, 이를 젖 빨기(suckling)이라고 한다. 6개월 뒤에는 조

금더 발전된 형태의 진정한 빨기(sucking)가 나타난다.3 유액을 섭취한 이후

고체를 섭취하게 되면 리드미컬한 구강 운동인 먼칭 패턴(munching pattern)

이 출현한다. 4~6개월경 반유동식 음식(pureed consistency food)을 시작하며

포유 반사가 없어진다. 7개월경 컵으로 마시기가 시작되며 혀 전체의 움직임

이 가능해지진다. 10개월경 구강 내 음식물의 보다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지속적인 물기나 사선 물기(graded bite)가 나타난다. 약 12개월 경에

는 물기 반사가 사라진다. 18개월경 아동은 빨대로 마시기가 가능해지며, 24개

월이 되어서야 회전 씹기(rotary chewing)이 가능해진다.5 이러한 섭식 기관

운동의 발달은 발화 시 복잡한 협응 운동의 기초가 되며, 이는 말 전 단계

(pre-speech)에 해당함으로써 핵심적인 발달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성숙한 삼키기(mature swallowing)은 구강 준비기,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저작은 구강 준비기에 해당하는데, 이 때에는

혀와 턱, 치아, 구개, 입술 등이 함께 작용하여 음식물과 침이 모아져 음식물

덩어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6,21,23 젤리나 페이스트 상태인 경우에는 ‘눌러 으

깨는 저작’이 행해지는데, 혀를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음식물이 구개와의 사이

에 눌러 붙여진다. 반면 고형물인 경우에는 ‘갈아 으깨는 저작’이 행해지는데,

치아를 사용하여 하악을 전후좌우로 때로는 회전시키듯이 움직이게 된다. 저

작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음식물은 타액과 함께 삼키기 쉬운 형태(bolus)로

변화한다. 저작 운동과 음식 덩이 형성이 원활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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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켜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6

말소리란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언어학적 의미를 가진 소

리’라고 할 수 있다. 소리는 발동(initiation)과 발성(phonation) 과정 뿐만 아니

라 조음(articulation) 단계를 거쳐야 한다. 기류는 성도(vocal tract)를 통과하

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자음(consonant)’이란 조음 시 구강 통로의 중앙

부에서 기류 기작의 방해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뜻하며, ‘모음

(vowel)’이란 구강 통로의 중앙부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뜻한다. 자음과 모음의 생성에는 다양한 조음기관이 관여한다. 특히 모음의 경

우, 입을 벌린 정도, 협착의 위치, 입술의 돌출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가

산출된다. 자음의 경우, 이 뿐만 아니라 윗니와 잇몸, 경구개, 연구개, 성대 등

의 기관이 관여하기도 한다.7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에도 저작과 조음에 있어 수행력의 저하가 나타난

다. 뇌성마비(cerebral palsy)란 출산 전기(prenatal), 주산기(perinatal), 출산 후

기(postnatal)에 중추신경계의 대뇌측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진행성의 운

동 장애이다.9 뇌성마비는 경직형(spastic type), 실조형(ataxic type), 불수의

운동형(dyskinetic type), 혼합형(mixed type)을 포함하는데20 그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약 90%를 차지하는 경직형 뇌성마비(spastic palsy)로서,8 이들은 신체

근육의 긴장도가 높으며 원시적 반사 패턴 보유하고 있고 근력과 운동조절능

력이 저하되어 있다.

뇌성마비의 경우, 뇌간 및 뇌의 신경 핵 손상에 의하여 신경근육계 부조화

와 마비가 발생하고 삼킴 리듬이 상실될 수 있다. 즉, 구강 내 혹은 인두에 음

식물이 넘쳐흘러 후두로 흘러 들어가고, 침이 고여 호흡 중 침을 흘리며 목구

멍에서 고록고록 소리가 난다.6 또한 저작 시, 입술과 혀, 턱 등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문제가 나타난다. 턱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으며, 입술 주위의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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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의 저하로 인하여 개폐에 어려움을 보인다. 또한 혀의 움직임이 제한되

어 저작 후 음식덩이를 형성하고 구강에서 인두까지의 운반에 어려움을 보인

다.3

섭식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구강 운동 패턴과 자세 또한 나타난다. 입술

뒤로 당기기(lip retraction), 입술 오므리기(lip pursing), 턱 내밀기(jaw

thrust), 턱 변화의 결함(lack of jaw grading), 긴장성 물기(tonic bite), 혀 뒤

로 당기기(tongue retraction), 혀 내밀기(tongue thrust) 등의 문제가 바로 그

것이다.3

실제로 뇌성마비 아동은 동일한 체중의 정상 아동에 비해 저작 시간이 길었

는데,12 구강 운동의 기능 장애가 심할 경우, 정상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식사

시간이 6배에서 18배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되며,12 이러한 아동들은 영양 실조

에 걸릴 확률이 높다.22 뇌성마비는 완전한 정상 회복이 가능한 병리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10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의 지속적인 기능적 향상의 도

모라고 할 수 있다.

뇌성마비 아동 및 성인에게서는 마비말장애(dysarthria)가 흔히 동반된다.3

마비말장애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말산출 기관의 근육 조절에 제한을 받

으며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운율 등 전반적인 말산출 단계에서 문제를 보인

다. 또한 신경근육의 비정상적인 수행으로 인하여 운동속도 및 운동 방향의

부정확성과 운동 조절의 제한을 갖는다.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불수의

운동형 마비말장애 유형보다 말명료도가 높고 조음 결함이 덜하지만, 기식성,

단음도, 단강도, 과다 비성, 음질의 변이성 등이 나타난다.5

구강 기제와 관련하여서는 입술, 턱, 구개 등의 구강 운동 근육의 마비가 발

생하며 조음 기관의 운동 능력 및 운동 범위가 제한적이다. 특히 혀의 상하

및 전후 운동 범위가 제한적이며, 혀끝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다. 혀에 전

반적인 마비가 있거나 혀 뒤 부분에 마비가 있을 경우에도 혀 앞부분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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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제한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찰음과 파찰음의 낮은 정확도와 치경음

산출의 어려움을 보인다.25 자음 뿐만 아니라 모음 산출 시, 마비말장애 아동의

경우, 모음 왜곡으로 인하여 /i/, /æ/, /ɑ/, /u/의 제 1 포먼트와 제 2 포먼트를

분석하였을 때 정상 아동에 비하여 더 작은 모음 영역을 보인다고 한다.24 모

음 중에서도 전설모음이 후설모음보다 더 정확도가 높으며, 단모음의 산출이

이중모음보다 정확도가 더 높았다.19 조음 오류와 동시에 말의 속도, 강세, 쉼,

리듬 등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인다.11

저작 능력과 조음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해외에는

섭식-삼킴 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구강 운동

평가표(Schedule for Oral-Motor Assessment, SOMA)32,33, 신생아 구강 운동

평가표(Neonatal Oral-Motor Assessment Scale, NOMAS)34,35, 구강 운동 섭식

등급 척도 (Oral-Motor Feeding Rating Scale)36, 다전문가적 섭식 프로필

(Multidisciplinary Feeding Profile)37,38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구강 운동

평가표와 신생아 구강 운동 평가표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측정 도구이며,

구강 운동 섭식 등급 척도는 1세 부터 성인까지이며 다전문가적 섭식

프로필은 6세부터 18세까지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의 경우,

씹기 능력의 측정 시 사용되는 음식은 쿠키와 치즈 등 국내 음식 문화와는

상이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를 국내 대상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별도의 검증과정 없이 사용이 간편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18 하지만, 국외의 섭식 평가 도구의 경우,

음식을 대체하고자 할 때 별도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국내에는 섭식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아동 섭식-삼킴평가 프로토콜

(Feeding-swallowing Evaluation Protocol for Children, FEP-C)41,42,44이 있다.

이는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되었고 구강섭식기능과 섭식환경 문항,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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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어기제기능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검사가 가능하다.17

두 번째로, 조음 능력 평가를 위한 청지각적 평가에는 흔히 공식 검사를

활용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검사의 종류에는 우리말 조음·음운 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아동용 발음 평가(Assessment

of Phonology &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52,53,54,55등이 있다. 공식 검사

는 명확한 목적 하에 정해진 낱말이나 문장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또래 아동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기에 임상에서 흔히 활용된다.21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자음 정확도는

말명료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며7 각 조음 장소별, 조음

방법별로 음소를 나누어 측정이 가능하다.

경직형 마비말장애의 조음 역학 문제 중 상당 수는 청지각적 평가 뿐만 아

니라 음향학적 평가에 의해 밝혀져 왔다. 음향 연구 결과들은 느린 운동 속도,

운동 범위 및 정확도의 감소라는 지각적 판단을 뒷받침한다. 그 근거로는 느

린 음소간 전이, 음절 간 휴지의 증가, 강도 변이 속도의 감소, 음절 간 구간

음향 에너지의 존재(부정확한 조음, 마찰음화)와 모음 포먼트의 중앙화를 들

수 있다.27 다양한 음향학적 분석치 중에서 조음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를 살펴

보면 모음 공간 면적, F2 기울기 등이 있다.

모음 공간을 측정하는 모음 공간 면적(vowel area space)이란 각 모음의

혀의 높낮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F1 포먼트와 혀의 전후의 움직임을 기

준으로 한 F2 포먼트를 각 축으로 하여 꼭지점을 이어 생성된 다각형을 말한

다. 이는 구강 내 조음자(혀)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혀와 턱의 협응

운동 조절과 관련되어 조음 정확성을 예측할 수 있다. 모음 공간 면적은 혀와

턱의 협응과 같은 운동 제어 능력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모음 공간 면적이

넓을수록 말명료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14 또한 이러한 모음 산출과 관련

된 구강 개방 정도가 말명료도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5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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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공간 면적은 지각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다른 측정치에 비하여 그 민감도가 높으며 결과치를 시각적으로 확

인하거나,16 수치화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8

포먼트 분석 중 상대적으로 간단한 측정 방법은 성도 모양이 변화하는 이

중 모음(diphthong) 혹은 모음핵(vocalic nuclei)에서의 제 2포먼트 기울기(F2

slope)를 분석하는 것이다.29 이중 모음이란 활음과 단모음, 2개의 조음 동작으

로 생성되는 모음을 뜻한다.7 이중모음(diptong) 산출 시, 혀 위치가 변하며 빠

른 속도로 포먼트 전이(formant transition)가 나타나는데 이때의 기울기를 측

정한 분석치이다. 특히 F2는 혀의 전후 움직임과 관련이 있고 조음 장소와 관

련되어 있으므로 F1 slope보다 상대적으로 민감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기울

기 지수는 Hz/ms로 표현되며, 전이의 길이인 밀리세컨드(ms)당 전이의 정도

인 헤르츠(Hz)로 측정된다. 기울기가 완만한 F2 slope는 상대적으로 적은 범

위와 긴 시간 동안의 혀의 운동을 나타낸다.3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섭식과 구강 반사의 억제는 조음을 위한 준비 단

계이며, 이와 관련한 중재는 구어 산출을 더욱 촉진 시킬 수 있다.51 따라서 뇌

성마비 아동에게 섭식의 문제는 구어 산출의 문제와 동반하여 나타날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빨기와 삼키기는

발화 시 부적절한 턱의 움직임을 산출한다.19 실제로, 저작과 구어 산출 시 턱

의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저작 시 턱의 움직임의 진폭과 최대 길이는 저작

시 더 크게 나타났으나, 정상 속도 기능(normalized velocity function)에서는

저작과 구어 산출 시 움직임의 모양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43

실제 언어와 관련한 중재 시, 섭식의 문제를 가지는 아동들에게 구강 기제

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된 바 있으며47 신생아의 “빨기

(sucking)”와 같은 섭식 기능이 구어 산출 문제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예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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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섭식 기능이 말 이전 운동 기능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46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선희(2011)는 빨기, 삼키기, 씹기 등의 운동 기능

을 향상시킴으로써 아래턱, 입술, 혀 등의 조음기관의 정상적인 조음을 발달시

킨다고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섭식 촉진 활동 프로그램이 조음 기관 운동능

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도 있었는데,8 이는 직접적인

섭식 기능의 중재를 통해 모음 산출의 정확성의 향상을 이끌어낸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 능력 측정의 경우 입술, 혀, 턱 등의 구어 산출의 하부 기관의

기능을 분류하지 않고 전체적인 운동 능력만을 단순히 측정하였다거나, 말 명

료도 측정의 경우 연구자의 지각적 판단(perceptual judgement)에만 의존하였

다는 문제가 있다.13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임상적으로 적용하

기에는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 평가가 필요하기에, 청지각적 평가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음향학적 평가가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지각적 평가와 더불어 Praat 프로그램을 활용한

음향학적 평가를 통해 조음 능력을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 능력의 경우,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개발되었고 구강 섭식 기능과 비구어 기제 기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섭식-삼킴평가 프로토콜(Feeding-swallowing Evaluation

Protocol for Children)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작 능력의 정

도를 파악하여 섭식 기능이 구어 전 단계에 완성되어야 하는 과업으로써 조음

능력과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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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 능력과 조음 능

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가. 저작 능력은

(1) 조음 정확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2) 모음 공간 면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3) F2 기울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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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는 먼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No.:

4-2017-0731)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모든 보호자들의 구두와 서면 동의

를 받았고, 아동에게서도 또한 구두 동의를 취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본 연

구 목적에 따라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

은 만 7~12세 연령(평균: 만 9세)의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 25명(남: 13명, 여:

12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일차적으로 통계적 방법에 근거하

여 표본 크기가 23명으로 산출되었다. Spearman 서열 상관 분석을 기준으로

유의수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0.05, 기각 확률은 0.3, 상관계수는 0.5로 설

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최종 인원은 25명을 그 대상

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의 진단명은 경직형 뇌성마비였으며 중증도는

GMFCS Ⅰ~Ⅴ단계(Ⅰ: 3명, Ⅱ: 5명, Ⅲ: 5명, Ⅳ: 6명, Ⅴ: 6명)에 해당하였다.

각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진단명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기가

가능하며, 둘째,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섭식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외 기준으로는 첫째,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을 진단받거나 안과적 수

술에 기왕력이 있는 자, 둘째, 청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을 진단받거나 청력

기관의 수술적 치료를 받는 병력이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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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성별 연령1 진단명 중증도2

1 남 9 spastic Ⅰ

2 남 11 spastic Ⅰ

3 남 8 spastic Ⅱ

4 여 7 spastic Ⅰ

5 남 8 spastic Ⅴ

6 여 8 spastic Ⅳ

7 남 9 spastic Ⅱ

8 여 8 spastic Ⅳ

9 여 11 spastic Ⅳ

10 남 9 spastic Ⅱ

11 여 7 spastic Ⅱ

12 남 11 spastic Ⅴ

13 여 10 spastic Ⅴ

14 남 7 spastic Ⅱ

15 남 12 spastic Ⅴ

16 여 9 spastic Ⅴ

17 여 8 spastic Ⅳ

18 남 7 spastic Ⅲ

19 남 8 spastic Ⅲ

20 여 7 spastic Ⅲ

21 여 9 spastic Ⅲ

22 남 7 spastic Ⅳ

23 여 10 spastic Ⅴ

24 여 9 spastic Ⅳ

25 남 10 spastic Ⅲ

표 1. 대상자 정보

1 연령의 단위는 ‘세’

2 중증도의 기준은 GMFCS(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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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자료 수집

대상자의 수집은 서울 및 경기 지역 내의 복지관과 재활학교, 재활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아동은 소음이 없는 방에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저작 능력

측정 과제와 조음 능력 측정 과제를 수행하였다.

(1) 저작 능력

아동은 액체, 반유동식(요플레), 무른 고체(두부), 단단한 고체(새우깡)

을 차례대로 각각 3회씩 섭취하였다. 검사자는 과제 시행 전, 아동에게 지

시 사항(“음식을 입에 넣고 충분히 씹은 후에 완전히 삼키세요”)을 전달하

였다. 검사자는 아동의 모습을 1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때 화면은 저작 운동 시 아동의 하악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45° 측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조음 능력

(가) 청지각적 평가

청지각적 평가를 위하여 아동용 발음 평가(APAC) 도구를 활용하여

‘단어 검사’를 실시하였다. 37개의 단어 과제는 따라 말하기와 같은 모방

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 도구는 어두초성, 어중초성, 어중종성, 어말종성과 같은 다양한 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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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37개의 단어를 통해 아동의 조음음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단어 검사와 연결발화 검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어 검사를 통

해 말소리 목록과 오류패턴 분석이 가능하다. 연결발화 검사를 통해서는

아동의 반응과 이해가능도, 자음 정확도, 오류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해

당 아동의 생활 연령에 근거하여 전체 점수의 백분위수를 산출할 수 있

다.

(나) 음향학적 평가

음향학적 평가를 위하여 모음 발성 과제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대상

자와 10~15c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마이크(SONY, electronic condenser

microphone ECM-MS907)와 녹음기(SONY, ICD-PX 470)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단모음(/아/, /에(애)/, /이/, /우/)와 이중모음이 포함된 2음절

(/야다/, /여다/, /요다/, /유다/) 발성을 실시하였다. 이때, 명확한 포먼트

분석을 위해, 모든 발성은 각각 3회씩 2초 이상의 연장 발성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또한 이중모음(/야/, /여/, /요/, /유/) 발성 시 명확한 F2 기

울기 분석을 위해, /이중모음+파열음+모음/의 구조(예: /야다/, /여다/,

/요다/, /유다/)로48 실시하였다. 종결어미 /다/를 선정한 이유는 이는 한

국어 동사의 기본형으로 자연스러운 단어 생성과 화자마다 동일한 혀의

움직임을 유도하기 때문이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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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분석

(1) 저작 능력

아동 섭식-삼킴평가 프로토콜(FEP-C)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저작 능

력을 평가하였다. FEP-C는 보호자 보고와 검사자 평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자 평가는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섭식장애 평가,

대·소근육 운동 감각 평가, 비구어 과제, 구어 과제, 말명료도 평가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섭식장애 평가의 측정 항목은 식사 시 자세, 섭식 후 목

소리 변화(wet/gurgly voice), 1bite 식사량, 숟가락을 제시하는 각도, 부드

러운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먹을 때, 반고형식을 삼킬 때, 고형식을 삼킬

때, 깨물기(한입 물기) 시의 턱의 움직임, 씹기 시의 입술, 혀, 턱의 움직

임, 컵으로 액체를 마실 때(물), 액체를 삼킬 때, 빨기, 삼키기 그리고 숨쉬

기의 조화, 침흘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정상)∼4점(심함)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다섯 가지 영역의 각 문항의 총점을 총점의 평균

점수를 %ile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가 섭식 과정이 촬영된 자료를 보며 FEP-C의 일

부 문항을 선별 사용하여 아동의 저작 능력의 점수를 측정하였다. 평가자

내 신뢰도 검정을 위해 일주일의 시간을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하

였다. 선별된 섭식장애 평가 문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 15 -

평가 항목 평가 규준 예시

씹기 시의 혀의 움직임 씹기 시의 혀의 움직임:

0점: 음식물을 빠르게 중앙과

측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정확하게 혀끝을 올릴 수 있다.

1점: 혀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중앙과 측면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때때로 음식물을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

2점: 음식물이 측면에 놓여 졌을

때 혀를 이용하여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다.

3점: 혀의 위아래 움직임이

나타나고 측면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아 음식물을 중앙에

놓았을 때에 측면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4점: 씹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씹기 시의 턱의 움직임

고형식 삼킴

씹기 시의 입술의 움직임

깨물기 시의 턱의 움직임

액체 삼킴

컵으로 액체 마심

반고형식 삼킴

식이법

부드러운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먹음

빨기, 삼키기, 그리고 숨쉬기의 조화

표 2. 아동 섭식장애 평가 프로토콜(FEP-C) - 저작 능력 평가 선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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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음 능력

(가) 청지각적 평가 : 조음 정확도

아동용 발음평가(APAC)를 활용하여 청지각적 평가를 통해 조음 정확

도를 측정하였다. 70개 자음의 전체 조음 정확도와 16개의 양순음, 16개

의 치조음, 15개의 연구개음의 조음 정확도를 조음 장소별로 나누어 측

정하였다.

(나) 음향학적 평가

녹음 파일을 정해진 확장자(.wav 등)로 변환하여 Praat 프로그램을 실

행하여 분석하였다.

① 모음 공간 면적

모음의 경우, 단모음(/아/, /에(애)/, /이/, /우/)의 연장 발성 시, 포먼트

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구간을 기준으로 F1과 F2포먼트를 측정하였고,

모음 사각도의 공식을 활용하여 모음 공간 면적을 구하였다(표 3).57 단모

음 /아/, /에(애)/, /이/, /우/는 모음사각도 내 극단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음향학적으로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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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아-에(애)-이-우/ 사각형 면적(4 area)

Vowel Space Area1 = 1/2 (F12/이/*F22/우/ - F1/우/*F2/이/)

+ 1/2 (F1/우/*F2/아/ - F1/아/*F2 /우/)

+ 1/2(F1/아/*F2/에(애)/ - F1/에(애)/*F2/아/)

+ 1/2(F1/에(애)/*F2/이/ - F1/이/*F2/에(애)/)

표 3. 모음 공간 면적 공식6

1 단위는 ‘헤르츠(Hz)’

2 F1은 제 1음형대(Fomant)를, F2는 제 2음형대(Fomant)를 각각 나타냄

그림 1. 구강 내 모음 운동 공간(vowel working space)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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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음 사각도

② F2 기울기

F2 대역폭의 시작점은 500Hz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58,59 이중모음

(/야/, /여/, /요/, /유/)의 F2 주파수가 20ms 구간 당 20Hz 이상의 주파

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전이 구간(ms)을 측정하였

다.56 또한, 이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의 주파수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전이 정도(Hz)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이 정도(Hz)를 전이 구간

(ms)으로 나눈 값으로 F2 기울기를 측정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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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중모음 /야/의 F2 기울기 측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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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version 24.0)을 이용하였다. 연구 문제 (가), (나), (다) 모두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비모수 통계기법 중 하나인 Spearman

서열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측정하였다.

위에 언급한 Spearman 서열상관분석을 통하여 총 3가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첫째, 저작 능력의 점수 총점과 청지각적 평가인 아동용 발음평가

(APAC)의 조음 정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저작 능력의

점수 총점과 모음 공간 면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저작 능력

의 점수 총점과 F2 기울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 (가)

의 하부 분석의 일환으로 총 조음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저작 능력의 하부

요소(입술, 혀, 턱의 움직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 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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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뢰도 분석

(1) 평가자 간 신뢰도

제 2 검사자가 데이터 전체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저작 능력 점

수, 조음 정확도, 모음 공간 면적, F2 기울기를 측정하였다. 제 2검사자는

5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으며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재활사

로 하였다. 제 1 검사자와 제 2 검사자의 측정 결과에 대하여 유목 내 상

관 관계(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분석한 결과, 두 결과의 일치율은

93.1%였다.

(2) 평가자 내 신뢰도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검사자의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다. 데

이터 전체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저작 능력 점수, 조음 정확도, 모

음 공간 면적, F2 기울기를 재측정한 후 유목 내 상관 관계(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분석한 결과, 두 결과의 일치율은 9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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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의

움직임1
혀의 움직임1 턱의 움직임1

저작 능력

평가 총점1

평균

(±표준편차)

0.68

(±0.99)

1.04

(±1.06)

1.24

(±0.88)

7.72

(±8.84)

범위 0~4 0~4 0~4 0~44

Ⅲ. 연구 결과

1. 저작 능력과 조음 정확도 간의 상관관계

가. 저작 능력

총 25명의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저작 능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저작 능력 평가 총점의 분포는 0~44점으로 평균(±표준편차)은

7.72(±8.84)이었으며, 하부 항목 중 하나인 입술의 움직임의 경우, 범위는 0~4

점으로 평균(±표준편차)은 0.68(±0.99)이었다. 혀의 움직임의 경우, 범위는 0~4

점으로 평균(±표준편차)은 1.04(±1.06)이었다. 턱의 움직임의 경우, 범위는 0~4

점으로 평균(±표준편차)은 1.24(±0.88)이었다.

표 4. 저작 능력 평가 결과의 기술통계 (n=25)

1 단위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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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음의

조음 정확도1

치조음의

조음 정확도1

연구개음의

조음 정확도1

총 조음

정확도1

평균

(±표준편차)

69.36

(±35.21)

61.52

(±30.05)

67.56

(±36.12)

63.36

(±35.36)

범위 0~100.00 0~100.00 0~100.00 0~100.00

나. 청지각적 평가 : 조음 정확도

총 25명의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APAC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총 조음 정확도의 범위는 0.00~100.00%로 평균(±표준편차)은 63.36(±35.36)%

이었으며, 하부 항목 중 하나인 양순음의 조음 정확도의 경우, 범위는

0.00~100.00%이었으며, 평균(±표준편차)은 69.36(±35.21)%이었다. 치조음의 조

음 정확도의 경우 범위는 0.00~100.00%로 평균(±표준편차)은 51.52(±30.05)%

이었다. 연구개음의 조음 정확도의 경우 범위는 0.00~100.00%로 평균(±표준편

차)은 67.56(±36.12)%이었다.

표 5. APAC 검사 결과 조음 정확도의 기술통계 (n=25)

1 단위는 ‘%’

다. 저작 능력과 조음 정확도 간의 상관관계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저작 능력과 조음 정확도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서열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저작 능력

총점과 조음 정확도는 상관 계수가 -.88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p<.01). 즉 저작과 관련한 수행력이 높을수록 명료한 자음 산출이 가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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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능력

조음정확도
입술 혀 턱 총점

양순음 -.667** -.738** -.671** -.860**

치조음 -.662** -.737** -.705** -.854**

연구개음 -.547** -.682** -.504* -.751**

전체 -.689** -.770** -.666** -.882**

다. 하부 섭식 기관과 음소별 자음정확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입술의

움직임과 양순음의 조음 정확도의 상관계수는 -.66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1). 즉, 저작 시 입술의 움직임이 원활할수록 양순음을 명료하게

산출할 수 있었다. 혀의 움직임과 치조음의 조음 정확도의 상관계수는 -.737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저작 시 혀의 움직임이 원활할수록 치조음을

명료하게 산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턱의 움직임과 연구개음의 조음 정확도

의 상관계수는 -.504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저작 시 턱의 움직임이 원활할

수록 명료한 연구개음의 산출이 가능하였다.

표 6. 저작 능력과 조음 정확도의 상관관계 (n=2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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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총 조음 정확도와 저작 능력 평가 총점 간의 상관관계 (n=25)

라. 조음 정확도와 저작 관련 변인 간의 관련성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Spearman 서열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입술의 움직임, 혀

의 움직임이 총 조음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입술의 움직임, 혀의 움직임, 턱의 움직임 3개의 변인을 넣었

을 때, 3개의 단순회귀분석 모형은 모두 유의하였다(표 7).

분석 결과, 입술의 움직임의 B값은 -22.635였으며, 혀의 움직임의 B값은

-19.649였다. 마지막으로 턱의 움직임의 B값은 -23.426으로 나타났다.



- 26 -

변인 R2 t B 유의확률

입술의 움직임 .296 -2.903 -22.635 .009

혀의 움직임 .392 -3.591 -19.649 .002

턱의 움직임 .296 -3.137 -23.426 .005

표 7. 조음 정확도와 저작 관련 변인 간의 관련성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2. 저작 능력과 모음의 모음 공간 면적의 상관관계

가. 음향학적 평가 : 모음 공간 면적

총 25명의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모음 공간 면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아/의 F1 포먼트의 분포는 330.00~1200.00Hz였고 평균(±표준편차)은

849.25(±251.81)Hz, F2 포먼트의 분포는 1200.00~1920.00Hz였고 평균(±표준편

차)은 1498.54(±224.83)Hz로 나타났다. /에(애)/의 F1 포먼트의 분포는

330.00~1050.00Hz였고 평균(±표준편차)은 708.56(±206.76)Hz, F2 포먼트의 분

포는 510~2850.00Hz였고 평균(±표준편차)은 1918.06(±622.91)Hz로 나타났다.

/이/의 F1 포먼트의 분포는 270.00~660.00Hz였고 평균(±표준편차)은

432.30(±107.45)Hz, F2 포먼트의 분포는 600~3301.54Hz였고 평균(±표준편차)은

2029.62(±890.36)Hz로 나타났다. /우/의 F1 포먼트의 분포는 240.00~760.68Hz

였고 평균(±표준편차)은 462.17(±138.59)Hz, F2 포먼트의 분포는

690.00~2280.00Hz였고 평균(±표준편차)은 1240.66(±453.18)Hz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모음 사각도의 모음 공간 면적을 구한 결과, 모음 공간 면적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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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평균

포먼트
/아/ /에(애)/ /이/ /우/

모음 공간

면적

F1

(±표준편차)

849.26

(±251.82)

708.57

(±206.77)

432.31

(±107.46)

462.18

(±138.60) 284156.01

(±247315.47)F2

(±표준편차)

1498.55

(±224.84)

1918.07

(±622.91)

2029.62

(±890.36)

1240.66

(±453.18)

는 3368.34~828000.00였고 평균(±표준편차)은 284156.01(±247315.47)로 나타났

다.

표 8. 모음 공간 면적의 기술통계 (n=25)

1 포먼트 단위는 ‘헤르츠(Hz)’

나. 저작 능력과 모음 공간 면적 간의 상관관계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저작 능력과 모음 공간 면적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

기 위해 Spearman 서열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저작

능력 총점과 모음 공간 면적는 상관 계수가 -.495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저작 시 하부 요소 중, 입술의 움직임과 모음 공

간 면적 간의 상관계수는 -.640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혀의 움직임과

모음 공간 면적 간의 상관계수는 또한 .-.429으로 연관성이 있었다. 턱의 움직

임과 모음 공간 면적의 상관계수는 -.154로 관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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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혀 턱 총점

모음 공간

면적
-.640** -.429* -.154 -.495*

1(Ⅰ)

2(Ⅰ)

5(Ⅴ)

3(Ⅱ)

4(Ⅰ)

6(Ⅳ)
7(Ⅱ)

8(Ⅳ)9(Ⅳ)

10(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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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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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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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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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저작 능력과 모음 공간 면적 간의 상관관계

*p<.05, **p<.01

그림 5. 모음 공간 면적과 저작 능력 평가 총점 간의 상관관계(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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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여/ /요/ /유/

전이

정도1

평균

(±표준편차)

1054.79

(±388.14)

1135.13

(±530.86)

1233.62

(±694.52)

1361.69

(±585.26)

전이

구간2

평균

(±표준편차)

119.32

(±70.78)

149.75

(±63.86)

142.81

(±72.00)

178.81

(±88.33)

F2

slope3

평균

(±표준편차)

11.01

(±5.86)

8.48

(±4.61)

9.28

(±5.55)

8.35

(±3.49)

3. 저작 능력과 이중모음의 F2 기울기 간의 상관관계

가. 음향학적 평가 : 이중모음의 F2 기울기

총 25명의 대상자 중, 이중모음 /야다/, /여다/, /요다/, /유다/를 정조음 한

16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6명의 경직형 뇌성마비 아

동의 이중모음의 전이 정도, 전이 구간, F2 기울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이중모음 /야/의 F2 기울기의 평균(±표준편차)은 11.01(±5.86)(Hz/ms)로

나타났다. 이중모음 /여/의 F2 기울기의 평균(±표준편차)은

8.48(±4.61)(Hz/ms)로 나타났다. 이중모음 /요/의 F2 기울기의 평균(±표준편

차)은 9.28(±5.55)(Hz/ms)로 나타났다. 이중모음 /유/의 F2 기울기의 평균(±표

준편차)은 8.35(±3.49)(Hz/ms)로 나타났다.

표 10. 전이 정도, 구간, F2 기울기의 기술통계 (n=16)

1 전이 정도의 단위는 ‘헤르츠(Hz)’

2 전이 구간의 단위는 ‘밀리세컨드(ms)'

3 F2 slope의 단위는 ‘헤르츠/밀리세컨드(Hz/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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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작 능력과 전이 정도, 구간, F2 기울기 간의 상관관계

총 16명의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저작 능력과 F2 기울기 간의 상관성

을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서열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

이중모음 /여/의 전이 구간과 입술의 움직임 간의 상관계수는 .679로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p<.01). 또한, 이중모음 /여/의 F2 기울기와 입술의 움직임

간의 상관계수는 -.504로 연관성이 나타났다(p<.05). 이는 저작 시 입술의 움

직임이 저하수록 이중모음 /여/의 산출을 위한 전이 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

라 F2 기울기가 감소함을 뜻한다. 또한, 이중모음 /여/와 턱의 움직임 간의 상

관계수는 -.542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5). /이중모음 /여/의 F2

기울기와 저작 능력 평가 총점 간의 상관계수는 -.537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p<.05). 이는 저작 시 하부 기제 중 턱의 움직임이 저하될수록 F2

기울기가 감소함을 의미하고, 또한 턱의 움직임의 저하에 따라 저작 능력 평

가 총점이 증가할수록 F2 기울기가 또한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중모음 /요/의 F2 기울기와 입술의 움직임 간의 상관계수는 -.504로 유의

미한 상관성이 있었다(p<.01). 또한, 이중모음 /요/의 F2 기울기와 저작 능력

평가 총점 간의 상관계수는 -.514로 두 변수간 연관성이 나타났다(p<.05). 이

는 저작 시 입술의 움직임 저하될수록 이중모음 /요/의 F2 기울기가 감소하였

음을 뜻하고 입술의 움직임의 수행력이 저하됨에 따라, 저작 능력 평가 총점

이 증가할수록 F2 기울기가 또한 감소하였다.

이중모음 /유/의 전이 구간(시간)은 혀의 움직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

타났고 그 계수는 .583이었다(p<.05). 또한, 이중모음 /유/의 전이 구간과 저작

능력 평가 총점 간의 상관계수는 .521로 연관성이 나타났다(p<.05). 이는 저작

시 혀의 움직임이 저하될수록 이중모음 /요/의 산출을 위한 전이 시간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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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의 움직임 혀의 움직임 턱의 움직임
저작 능력

평가 총점

/야/

전이 정도 .122 -.170 -.163 -.147

전이 구간 .122 .334 -.095 .214

F2 slope -.087 -.470 -.255 .341

/여/

전이 정도 -.087 -.019 -.454 -.196

전이 구간 .679** .400 .212 .425

F2 slope -.504* -.332 -.542* -.537*

/요/

전이 정도 -.504 .102 -.298 -.197

전이 구간 -.122 .348 .204 .281

F2 slope -.504* -.442 -.439 -.514*

/유/

전이 정도 .035 .346 .090 .260

전이 구간 .435 .583* .359 .521*

F2 slope -.191 -.221 -.293 -.339

짐을 뜻한다. 또한 혀의 움직임의 수행력이 저하됨에 따라 저작 능력 평가 총

점이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F2 기울기와 비례하였다.

표 11. 저작 능력과 전이 정도, 구간, F2 기울기 간의 상관관계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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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중모음 /여/의 F2 기울기와 저작 능력 평가 총점 간의

상관관계 (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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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중모음 /요/의 F2 기울기와 저작 능력 평가 총점 간의

상관관계 (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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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중모음 /유/의 전이 구간과 저작 능력 평가 총점 간의

상관관계 (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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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뇌성마비 아동은 섭식 장애와 마비말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작’

과 ‘조음’은 동일한 구강 기제를 사용하여 각각 다른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능은 발달 과정에서 서로 영향력을 줄 수

있기에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이 두 가지 기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저작 능력은 청지각적 평가를 통한 조음 정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었다. 저작 시 하부 기제인 입술의 움직임, 혀의 움직임, 턱의 움직임은 특히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의 자음 정확도와도 각각 높은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구강 기관의 운동 기능이 조음 운동과 저작 운동 시 유사한 수행력을 보

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입술 폐쇄와 개방은 막았다 터뜨리며 조음하는 양순

음의 조음과 상관성이 있고, 혀의 전후좌우 움직임은 구강 내 혀의 좁은 협착

지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 산출되는 치조음의 조음과 관련성이 있다. 또한, 이

는 혀와 턱 등의 구강 움직임이 섭식과 발화 시 유사한 움직임의 패턴을 보인

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51 GMFCS 단계를 기준으로 저작 능력과 조음

능력의 개별 양상을 살펴보면(그림 4), GMFCS Ⅰ, Ⅱ단계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 모두 조음 정확도를 50% 이상과 15점 이하의 저작 능력을 나타내었다.

반면, GMFCS Ⅲ, Ⅳ, Ⅴ단계의 경우 유사한 조음 능력을 가졌더라도 상이한

저작 능력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GMFCS Ⅲ단계에서 18번, 20번, 21번 아동

은 저작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한 조음 능력을 나타내었지만 19번과

25번 아동은 그렇지 않았다. GMFCS Ⅳ단계에서 8번과 9번 아동은 예측 가능

하였고, 17번과 24번 아동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GMFCS

Ⅴ단계에서 12번, 13번, 15번, 23번 아동은 저작과 조음에 있어서 유사한 능력

을 나타내었으나 16번 아동의 경우 각각 상이한 저작과 조음 능력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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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적으로 GMFCS 단계, 조음 정확도, 저작 능력 간의 세 변수를 고려하

였을 때, 저작 능력과 조음 능력이 반드시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조음 정확도가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저작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기에,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는 전체 집단의 저작 능력과 조음 능력의 연관

성이 유의미하게 나오더라도 뇌성마비 아동의 수행력을 살펴볼 경우, 저작과

조음 능력의 개별적 양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저작 능력은 음향학적 평가를 통한 모음 공간 면적과 관련성이 있었

다. 모음 공간 면적은 말명료도와 상관성이 높은 지표로 모음의 명료한 산출

이 가능할 경우 그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 시 입술, 혀의 움직임

이 원활하고 그 운동 범위가 증가할수록 구강 개방 정도도 증가하며 명료한

모음 산출이 가능하여 모음 공간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MFCS 단계를 기준으로 저작 능력과 모음 공간 면적의 개별 양상을 살펴보

면(그림 5), GMFCS Ⅰ단계에서 1번과 2번 아동은 저작 능력과 모음 공간 면

적 간의 상관성이 존재하였지만,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아동도 있었다(아동 4

번). GMFCS Ⅱ단계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 그 수행력이 예측 가능한 아동도

존재하였지만(3번, 7번, 14번), 그렇지 않은 아동도 일부 존재하였다(아동 10

번, 11번). GMFCS Ⅲ단계를 살펴보면 저작 능력과 모음 공간 면적이 반비례

하는 아동이 존재하는 반면(아동 18번, 20번, 21번, 25번), 반비례하지 않은 아

동도 있었다(아동 19번). GMFCS Ⅳ단계에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3

명의 아동들은 예측 가능한 변수였으나(아동 6번, 22번, 24번) 3명의 아동(8번,

9번, 17번)은 예외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GMFCS Ⅴ단계에서 3명의 아동(5번,

13번, 15번)은 대체적으로 저작 능력과 모음 산출에 있어서 유사한 능력을 나

타내었으나, 12번과 16번, 23번 아동의 경우 저작 능력과 모음 산출의 수행력

이 상이하게 나타난 예외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13번의 아동은 저작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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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저하되어 있으며 모음 공간 면적도 가장 작은 대상자였다. 이로써, 저작

능력과 모음 산출에 있어서도 두 능력 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통계적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개별 뇌성마비 아동의 수행력을 살펴볼 경우, 개별적 양

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저작 능력은 음향학적 평가를 통한 이중모음의 전이 구간(시간), F2

기울기와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전이 정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전이 구간이 길

다는 것은 두 개의 모음을 연결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혀

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가 존재한다.48 하지만 뇌성마비 아

동의 경우, 입술과 턱, 혀와 턱의 분리운동에 어려움을 겪기에75 하부 체계 간

의 연관성이 보상 움직임이 혀 뿐만 아니라 턱에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중 모음의 산출은 입술의 움직임, 턱의 움직임 또는 전체 저작 수행력과 상

관성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중모음 산출 시, 이중모음 /여/의

전이 구간과 F2 slope는 다른 이중모음에 비해서 저작 능력과의 밀접한 상관

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이중모음 산출 시 혀와 턱의 움직임이 다른 이중모음

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40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중모음 /여/ 와 /요/는

입술의 원순성(lip rounding)이 나타나기에40 이중모음의 명료한 산출은 저작

시 하부 기제 중 하나인 입술과 더 큰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중

모음 /유/의 경우, 산출 시 혀의 전방화가 이루어져야 하기에,40 저작 시 혀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이중모음을 산출하기 위한 전이 정도가 감소한다

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GMFCS 단계를 기준으로 저작 능력과 이중모음 /여/

의 F2 기울기의 개별 양상을 살펴보면(그림 6), GMFCS Ⅰ단계의 경우 2번과

4번 아동은 저작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한 이중모음 /여/의 F2 기울

기가 나타났지만, 1번 아동은 2번 아동과 비교하여 저작 능력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F2 기울기가 산출되었다. GMFCS Ⅱ단계에서 3번, 7번, 14번

아동은 저작 능력과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F2 기울기가 나타났지만,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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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1번 아동은 그렇지 않았다. GMFCS Ⅲ단계에서, 26번 아동은 저작 능력

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F2 기울기가 나타났지만, 20번 아동은 예측 불가능

하였다. GMFCS Ⅳ단계에서, 6번과 9번, 22번 아동은 저작 능력과 F2 기울기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8번 아동은 그렇지 않았다. GMFCS Ⅴ단계

의 경우 23번 아동은 저작 능력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F2 기울기가 나타났

지만 5번 아동은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 GMFCS 단계를 기준으로 저작 능력

과 이중모음 /요/의 F2 기울기의 개별 양상을 살펴보면(그림 7), GMFCS Ⅰ

단계 에서, 2번과 4번 아동은 저작 능력과 F2 기울기 간의 관련성이 있었지만

1번 아동은 그렇지 않았다. GMFCS Ⅱ단계에서 모든 아동(3번, 7번, 10번, 11

번, 14번 아동)은 저작 능력에 비추어볼 때 예측 가능한 F2 기울기 값을 나타

냈다. 그러나 14번 아동과 11번 아동은 저작 능력과 F2 기울기에 있어서 가장

상이한 수행력을 보이며 산포도에서 가장 극단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GMFCS

Ⅲ단계에서는 26번 아동은 저작 능력과 F2 기울기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나

타내었고 반면 20번 아동은 저작 능력은 좋은 반면 F2 기울기는 낮게 나타났

다. GMFCS Ⅳ단계에서 6번, 9번, 22번 아동은 저작 능력과 F2 기울기 간의

예측 가능한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8번 아동은 그렇지 않았다. GMFCS Ⅴ단계

에서 23번 아동은 저작 능력에 비추어 볼 때 F2 기울기가 예측 가능한 값이

었으며, 5번 아동은 그 수행력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GMFCS

단계를 기준으로 저작 능력과 이중모음 /유/의 F2 전이구간의 개별 양상을 살

펴보면(그림 8), 대부분의 아동은 저작 능력과 이중모음 /유/의 전이 구간의

밀접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11번 아동은 예외적인 값으로 저작 능력

평가 총점이 가장 높았고 이중모음 /유/의 전이 구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GMFCS 단계, 조음 정확도, 저작 능력 간의

세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저작 능력과 이중모음 산출 능력이 반드시 비례하

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저작 능력에 비하여 이중모음의 산출 능력이 상이



- 39 -

할 수 있기에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는 전체 집단의 저작 능력과 이중모음

산출 능력 간의 전체적인 연관성만을 알 수 있을 뿐, 이를 임상에 적용할 경

우 각 개별 아동의 저작 능과 이중모음 산출 능력의 개별적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구어(speech) 기제와 비구어(non-speech)기제 간의 밀접한 연관

성에 대해 언급한 많은 선행 연구와 그 결과가 일치하였다.62,63,64 동일한 구강의

하부 기제의 운동 능력은 저작 기능과 조음 기능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며, 비

구어기제의 기능의 문제가 생길수록 삼킴 곤란이 증가한다는 연구39,66 또한 본

연구와의 맥락을 같이한다.

본 논문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 능력과 조음 능력 간의 상관성만을 분석하였다. 발달 시기상 저

작 능력의 발달은 조음 능력 발달 이전에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

는 두 변수 간의 연관성만을 살펴본 단일 연구를 시행하였기에 인과 관계 혹

은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2세 이전 저작 능력

을 측정하고 추후에 조음 능력을 측정한 후 그 수행력을 전후 비교하여 명확

한 인과 관계를 밝히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단순한 상관성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이를 직접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더욱 나아가 저작 능력

에 대한 중재가 조음 능력에 미치는 영향 혹은 조음 치료가 저작 능력에 미치

는 영향과 같은 치료 효과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면 직접적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저작 능력과 조음 능력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구강 운동 기제’를 고려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입술, 혀, 턱

등의 구강 운동의 강도, 속도와 범위 등을 조음 능력과 함께 언급한 연구를

상당 수 찾아볼 수 있는데,26,31,42 ‘구강 운동 능력’ 또한 저작 능력과 조음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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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함께 고려한 상관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구강 기제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작 능력 평가의 경우, 구강의 하부 기제를 나누어 조음 능력

간의 관련성을 밝혔으며 조음 능력 평가의 경우, 청지각적 평가를 보완하는

음향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저작 능력과의 상관성을 조금더 명확히 밝혔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섭식 장애와 조음 장애가 동반될

확률이 높기에, 둘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조기 중재에 대한 예측 지표의

기반이 된다는 것에 그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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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작 능력과 조음 능력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데에 그 목

적을 두었다. 경직형 뇌성마비 집단 25명을 대상으로 저작 능력 과제와 조음

능력 과제를 실시하였다. 저작 능력 과제는 물과 다양한 재질의 음식(요플레,

두부, 새우깡)을 섭취 후 입술, 혀, 턱의 움직임 등을 관찰하였다. 조음 능력

측정을 위하여 두 가지 과제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청지각적 평가를 위해 37개

단어의 자음 정확도를 측정하였고 음향학적 분석을 위해 모음의 모음 공간 면

적과 이중모음의 F2 기울기를 측정하였다.

저작 능력은 청지각적 평가를 통한 조음 정확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총체적인 저작 능력과 다양한 음소를 포함한 총 조음 정확도 뿐만 아니라, 각

하부 기제의 움직임과 조음장소별(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개별 조음 정확

도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밝혀졌다. 청지각적 평가 뿐만 아니라, 음향학적 평가

에서 저작 능력은 4개의 단모음의 발성을 통해 산출된 모음 공간 면적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저작 능력은 4개의 이중모음의 전이 구간,

F2 기울기와도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저작 능력과 조음 능력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진단이나 평가, 중재 시 필수적으로 함께 고려해야하는 요소라는 시

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저작과 조음 모두 구강 하부 기제의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는 초기 발달 시기부터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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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feeding disorder and

dysarthria are likely to be observed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ed oral structures is necessary. The tensity of body muscle is

not only tense, but oral structures such as lip, tongue and jaw also

show a limited range of movement during chewing. Abnormal

pattern of oral reflex is also observed in the study. During

articulation, distortioation of consonants and vowels is common while

abnormal patterns such as speed rate of speech, intensity, pause and

rhythm may also incurred by childre with spastic cerebral palsy.

The current research classified functions of subordinate system of

speech producing such as lip, tongue, jaw, in order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chewing ability and articulating ability.

By understanding the degree of chewing ability, the research aim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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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into whether chewing ability is the necessary ability needed to

be well-developed at pre-speech stage.

Research participants included 25 children aged between 7~12

years old (13 male, 12 female) with spastic cerebral palsy who were

diagnosed by physiatrist and living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Firstly, the subject's chewing ability was assessed by selected

questions of FEP-C (Feeding-swallowing Evaluation Protocol for

Children) on water and foods of three texture (yoplait, tofu,

Saewookkang). Secondly, the accuracy of articulation was assessed

by APAC (Assessment of Phonology & Articulation for Children) for

the seek of auditory perception evaluation. Also, auditory assessment

was analyzed by Praat on vowel space area of monophthong(/ɑ/,
/æ/, /i/, /u/), and F2 slope of diphthong(/ja/, /jə/, /jo/, /ju/).

Results show that chewing ability has close correlation with the

accuracy of articulation. It means that the wider the range of

movement of lips, tongue, jaw, the more intelligible is the consonant

production (bilabial consonant, alveolar consonant, velar consonant).

Secondly, chewing ability is correlated with vowel space area. This

correlation implies that a wider range of motion of lips, tongue and

oral cavaity contribute to a higher intelligibility of vowel production.

Thirdly, chewing ability show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transition duration of diphthong. When producing diphthong,

decreased range of motion of lip, tongue and jaw lead to a longer

the transition time to produce diphthong.

To conclude,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chewing a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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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ulation ability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nd i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at intervention.

Key words : spastic cerebral palsy, chewing, mastication, articulation,

accuracy, vowel space area, F2 slope, transition duration, pre-spee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