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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희․박은숙․박지은․이현정․남정모․최명수․이승진. 뇌성마비 아동의 대․소근육운동기능 및 비구어

기제기능이 섭식-삼킴기능에 미치는 영향.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 제13권, 제2호, 242-262. 배경 

및 목적: 뇌성마비에서 보이는 다양한 수반증세 중에서 섭식-삼킴장애는 그 출현률과 유병률이 높은 

장애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섭식-삼킴장애는 뇌성마비 아동들의 영양공급 및 생명유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임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장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뇌성마비 아동들의 

대․소근육운동기능과 비구어기제기능이 섭식-삼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

다. 방법: 총 30명의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대근육운동기능, 소근육운동기능, 비구어기제의 

하부영역(호흡, 후두, 인두, 구강)기능, 그리고 섭식-삼킴기능에 대한 평가들을 실시하였다. 이 때, 

아동에 대한 일대일 면접을 통한 직접평가와 보호자 설문을 통한 간접평가를 포함하였다. 결과: 각 

아동들의 대․소근육운동기능 단계들이 측정되었고, 비구어기제기능 및 섭식-삼킴기능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점수가 산출되었다. 대․소근육운동기능 및 비구어기제기능이 섭식-삼킴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구어기제기능만이 섭식-삼킴기능 변수 총

분산의 79.1% 혹은 77.9%를 설명할 수 있었다 (p < .00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비구어

기제기능을 치료함으로써 섭식-삼킴기능이 향상될 수 있었다는 선행연구 보고를 검증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구어기제기능과 섭식-삼킴기능간의 이러한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섭

식-삼킴기능이 비구어기제기능에 비하여 좀 더 긴밀한 협응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기능은 

서로 다른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두 가지 기능이 각각 어떤 협응체계를 

보이는 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해본다. 

핵심어: 뇌성마비, 섭식장애, 삼킴장애, 대근육운동기능, 소근육운동기능, 비구어기제기능

I. 서  론

뇌성마비 아동들이 보이는 신경학적 증세들은 인지능력저하, 말․언어장애, 운동감각장애, 섭식

(feeding) 및 삼킴(swallowing)장애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섭식이나 삼킴장애는 많은 뇌성마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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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이는 주요한 장애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들은 전체 뇌성마비 연구

대상 아동들 중에 섭식장애나 삼킴장애를 보이는 아동의 비율을 27% (Waterman et al., 1992) 혹은 

38% (Reilly, Skuse & Poblete, 1996)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물론 섭식장애나 삼킴장애의 개념을 어떻

게 정의하며 어떤 증세들을 각 장애 영역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Rogers, 

2004). 예컨대, Reilly, Skuse & Poblete (1996)의 조사에서와 같이 ‘비정상적인 빨기기능’을 포함하면 

그 비율이 전체 대상 아동의 57%까지 늘어난다. 같은 맥락에서, ‘침 흘리는 증상’을 포함하면 장애 아

동의 비율이 전체 뇌성마비 연구대상아동(Waterman et al., 1992)의 78%까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는 개념정립을 위하여 ‘삼킴’은 구강에 위치된 음식물을 구강 밖으로 흘리지 않고 잘 씹어서 먹기 적

당한 음식덩어리(식괴, bolus)로 만든 다음(즉, 구강준비단계), 식괴를 구강 뒤로 넘기는 과정(즉, 구강

운반단계)인 ‘구강단계’와 식괴를 인두강을 거쳐 상부식도괄약근까지 운반하는 과정인 ‘인두단계’의 

조합으로 본다. ‘삼킴’보다는 ‘연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나, ‘연하(嚥下)’는 일본식 용어이므로 순

수우리말 용어인 ‘삼킴’이란 말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한편, ‘섭식’은 ‘삼킴’의 ‘구강단계’뿐만 아니라 

‘끌어잡아(攝) 먹음(食)’의 의미를 추가하여 음식물을 식기로부터 입으로 가져가는 과정인 ‘구강전단

계’를 포함한다. 본 고에서는 ‘섭식’과 ‘삼킴’의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섭식-삼킴’이란 용어를 사

용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섭식’과 ‘삼킴’의 용어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뇌성마비 아동들이 보이는 섭식장애는 식이자세가 불안정하고, 상

지의 운동장애로 인하여 음식물을 입으로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며, 구강주변의 과민감성

으로 인하여 얼굴 만지기를 싫어하고, 특정 음식물이 구강내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 또한,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하여 삼킴과정에서 구강내압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침을 과도하게 흘릴 수 있

으며, 턱의 안정성이 결핍되고, 혀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음식물을 씹어서 구강 뒤로 넘기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섭식장애에 따른 음식물양의 부적절한 공급이 영양결핍이나 탈수 등

을 초래하고, 키나 몸무게 등의 신체발달지수 뿐만 아니라 근력의 유지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다. 더 나아가 전반적인 성장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Reilly & Skuse, 1992), 음식물 섭취와 관련하

여 이상패턴을 습득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구강․인․후두부의 기능장애로 인한 삼킴장애를 보이

는 아동의 경우에는 흡인 위험성(Rogers et al., 1994)에 따른 폐렴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칫하

면 생명유지에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뇌성마비 아동들의 섭식-삼킴장애는 앞서 언급한 인지능력저하, 신체의 대․소근육운동

기능장애, 구강기능 등의 비구어기제기능저하 등을 포함한 수반장애나 증세와 직․간접적인 연관성

을 지닐 수 있다. 특히, 신체의 대․소근육운동기능은 섭식-삼킴기능과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 구체적

으로, 사지마비의 경우에 86%가, 하지마비나 편바비의 경우에는 37% 정도의 뇌성마비 아동이 섭식-

삼킴장애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Stallings et al., 1993a, 1993b). Gangil et al. (2001)은 뇌성마비 

유형 중 사지마비나 저긴장형(hypotonia)인 경우 섭식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뇌성마비 

아동들은 비정상적 반사와 운동패턴으로 인해 자세, 근 긴장도, 움직임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게 된다. 

생후 6～12개월에 성숙되어야 할 원시반사가 잔존하거나 정상아동에게서 나타나야할 반사들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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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음으로써 머리, 목, 몸통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와 비정상적인 운동패턴을 가져오게 되며, 

그러한 비정상이 고착화될 경우 신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대․소근육의 기능적인 사용을 방해하여 

섭식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보고(Christensen, 1989)도 있다. 특히, 머리조절이 되지 않

는 경우에 바람직한 섭식기능을 위한 기본자세를 깨뜨리게 된다. 손을 이용한 조작운동과 같은 소근

육운동(Christensen, 1989)도 음식물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식기를 한 손으로 잡는 등의 섭식활동과 관

련이 있으며, 소근육운동기능 장애 시에 섭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비구어기제의 기능 중에서 구강운동기능장애 역시 섭식-삼킴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Reilly, Skuse & Poblete, 1996). 특히, 뇌성마비 아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정상적 구강반사는 뇌성마비 아동이 음식을 삼킬 때 출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무증세흡인(silent aspiration)이 출현하고,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나타날 정도로 기도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Love, 2000; Workinger, 2005). 구강운동기능장애와 

섭식-삼킴장애와의 밀접한 연관성은 Hou et al. (2004)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Hou et al. (2004)

은 뇌성마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구강운동기능장애와 섭식-삼킴장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경직형양마비 아동을 제외한 모든 뇌성마비 아동들이 구강운동기능장애(86%)와 섭식-삼

킴장애(93%)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관계성은 12개월 이전의 영아에게서도 관찰되는데 구강

운동기능장애, 빨기장애, 삼킴장애 등을 나타낸 영아들의 비율이 각각 90%, 57%, 38%로 나타났다

(Reilly, Skuse & Poblete, 1996).  

구강운동기능장애 외에도 호흡기능 혹은 인․후두기능과 섭식-삼킴기능 간의 관련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능은 삼킴의 구강단계에서보다 인후두단계 시에 호

기의 평균 길이가 더 길며, 액체를 마실 때보다 구강인두에서 식괴를 만들고 이를 이동시켜야하는 고

형식 삼킴 시에 호흡주기가 증가하는 등 호흡시간과 삼킴 간에 일정한 시간적 관계가 있다고 한다

(Jeffrey, Palmer & Hiemae, 2003; Matsuo et al., 2007). 한편, 상기도(upper airway)의 장애가 있을 경

우, 삼킴 시 순차적인 구강운동 움직임과 적절한 호흡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삼킴 시 요구되는 증

가된 호흡량에 못 미치는 불충분한 기류는 호흡과 삼킴의 협응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흡인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Miller & Willging, 2007). 뇌성마비 아동에 동반될 수 있는 성대마비의 

경우 외전 마비 시 성대를 완전히 열 수 없어서 기류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삼킴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내전 마비의 경우 삼킴 시 성대를 완전히 닫지 못하여 기도를 완전히 보호하지 못하여 

흡인을 일으킬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뇌성마비 아동들이 보이는 섭식-삼킴장애는 다른 수반증세들과 밀접한 관계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러 수반증세가 섭식-삼킴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뇌성마비 아동들이 흔히 보이는 여러 

가지 수반증세들이 섭식-삼킴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양상으로 보이는 지를 알아보는 것에 두었

다. 특히, 같은 뇌성마비 아동들 내에서 신체의 대근육운동기능, 소근육운동기능, 그리고 비구어기제

기능 각각을 독립변수로 놓고, 섭식-삼킴기능이라는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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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평가지 및 검사자료 제작

가. 평가지 구성내용

평가지는 기본정보와 의학정보, 인지능력 조사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섭식-삼킴 관련 행동 보

고 및 관찰, 신체의 대․소근육운동기능 평가, 그리고 호흡, 후두, 인두, 구강기능 등을 포함하는 비구

어기제기능 평가 과제로 구성되었다. 먼저, 아동의 섭식-삼킴장애와 관련된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정

리하기 위하여 국․내외 섭식-삼킴장애 관련 논문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섭식-삼킴장애 변

인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아동의 전반적 발달 및 운동 영역의 발달을 기술한 문헌들(Alexander, 2002; 

Morris & Klein, 1987)을 참고하여 생후 월령 및 연령에 따른 발달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섭식-

삼킴발달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상섭식-삼킴발달 양상을 조사한 문헌들(Alexander, 2002; Arvedson & 

Rogers, 1998; Cherney, Cantieri & Pannell, 1986; Hall, 2001)을 참고하여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신체의 

대근육운동기능 평가의 경우에는 전신운동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이하 GMFCS) (박소현․이충휘, 2004; Palisano et al., 1997)를, 소근육운동기능은 조작능력분

류체계(the Manual Ability Classification System: MACS, 이하 MACS) (Eliasson et al., 2006) 평가법

을 활용하였다. GMFCS단계 평가기준 및 MACS단계 평가기준은 각각 <부록 - 1> 및 <부록 - 2>에 

제시하였다. 

평가지 1차 초안 문항들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A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뇌성

마비 아동 10명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하여 손쉽게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문항의 진행 순서를 정비하였으며, 기록의 편리성을 위하여 관련되는 항목끼리 통

합하거나 세분화 하였으며, 문항을 추가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하여 평가지 2차 초안을 작성하였다. 평

가지 1차 및 2차 초안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의 점검과 자체 검토 및 수정을 통하여 평가지의 최종안

을 구성하였다. 최종안의 각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뇌성마비아동에 

대한 언어 및 섭식-삼킴장애 관련 치료를 담당해온 언어치료전문가 2인에게 문항검토가 의뢰되었으

며, 그 결과에 따른 문항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뇌성마비 아동들의 식이형태에 관련하여 검사자의 

평가 기록과 보호자의 보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Gangil et al., 2001)가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위한 직접평가와 보호자 설문지에 의한 간접평

가로 분리하여 평가지를 구성하였다. 간접평가의 경우는 검사 상황이 일상생활에서와 같은 식사 환

경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 검사 상황에서 관찰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지속적인 행동 결과로 나타나

는 일련의 문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 설문지에는 검사 상황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들

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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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지 내용 척도

기본정보와 의학정보 영역 등에서는 면담 및 의료기록을 통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

술하도록 하였다. 한편, 섭식-삼킴기능관련 영역에서는 Morris & Klein (1987)이 제시한 정상발달 이

정표(milestone)에 비추어 비정상적 패턴을 0점(정상)～4점(심도장애)까지 단계적으로 점수화하도록 

하였다. 구강구조와 인-후두 구조 및 기능과 관련된 영역인 비구어기제기능 영역에서는 아동이 실제

로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내용이 많지 않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규준이 갖춰

진 검사 항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동의 반응 정도를 정량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발달 아동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 정도와 이상패턴을 포함하여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범위를 고려하여 0점(정상)～4점(심도장애)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가. 평가지 구성내용과 나. 평가지 내용 척도에서 설명된 평가문항들을 <표 - 1>에서는 섭식-

삼킴장애 평가문항의 예를, 그리고 <표 - 2>에서는 비구어기제기능 평가문항의 예로 제시하였다.

<표 - 1> 섭식-삼킴장애 평가문항의 예

평가문항 점수

식사 시 자세 0 1 2 3 4

섭식 후  목소리변화(wet/gurgly voice) 0 1 2 3 4

1 bite 식사량 0 1 2 3 4

숟가락을 제시하는 각도 0 1 2 3 4

부드러운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먹을 때(요플레) 0 1 2 3 4

반고형식을 삼킬 때 0 1 2 3 4

고형식을 삼킬 때 0 1 2 3 4

깨물기(한입 물기) 시의 턱의 움직임 0 1 2 3 4

씹기 시의 입술의 움직임 0 1 2 3 4

씹기 시의 혀의 움직임 0 1 2 3 4

씹기 시의 턱의 움직임 0 1 2 3 4

컵으로 액체를 마실 때(물) 0 1 2 3 4

액체를 삼킬 때 0 1 2 3 4

빨기, 삼키기, 그리고 숨쉬기의 조화 0 1 2 3 4

침흘림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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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비구어기제기능 평가문항의 예

평가문항의 예 수행과제 점수

호흡

심호흡 시 흡기와 호기 관찰
심호흡시 긴장동반 여부와 심호흡(흡
기, 호기) 가능여부 관찰

0 1 2 3 4

몸통, 가슴, 흉곽의 근육 관찰

누운 자세에서 역호흡 여부 관찰 0 1 2 3 4

가글하기 0 1 2 3 4

과잉긴장, 과잉운동, 원시반사 출현여부 0 1 2 3 4

후두

과잉긴장, 과잉운동, 원시
반사 출현여부

생리적발성(울기, 웃기, 기침)에 대한 
부모보고

0 1 2 3 4

음성피로에 대한 호소 피험자 혹은 보호자 면담 0 1 2 3 4

인두

가글하기
음료수를 입에 머금고 가글하게 하여 
관찰

0 1 2 3 4

빨대 빨기 음료수를 빨대로 빨게 하여 관찰 0 1 2 3 4

비강역류 평가 부모보고 0 1 2 3 4

구강 내밀기(protrusion) 혀를 내밀게 함 0 1 2 3 4

2. 연구 대상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6개월 간 서울 소재의 대학병원 1곳의 입원아동 및 외래아동

과 복지관 1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섭식-삼킴장애 여부와는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한 모든 뇌성마비 아동들 중, 음식물의 구강섭취가 가

능하고, 부모나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아동들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성별 및 질환

의 중증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표집을 진행하였다. 

<표 - 3>에서 볼 수 있듯이, 뇌성마비 대상 아동 수는 총 30명으로 남아 14명, 여아 16명이었다. 

대상 아동의 생활월령(연령)의 범위는 34개월(2세 10개월)～112개월(9세 4개월)이었고, 평균생활월령은 

66.0개월(5세 6개월) (표준편차 18.8개월)이었다. 뇌성마비 유형별로는 경직성양마비(spastic diplegia)를 

보인 아동이 19명(63%)으로 가장 많았고, 경직성사지마비(spastic quadriplegia) 아동이 6명(20%), 경직

성편마비(spastic hemiplegia)가 2명(7%), 그리고 혼합성(mixed type)이 3명(10%)이었다. 아동들이 다니

는 교육기관은 어린이집이 7명(23.3%)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 4명(13.3%), 특수학교가 2명(7%), 그

리고 일반학교 1명(3.3%)순이었다. 한편,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아동은 16명(53.3%)이었다. 

인지능력의 경우는 한국판 그림지능검사(영유아용) (Pictorial Test of Intelligence: PTI, 이하 PTI) 

(서봉연․정보인․최옥순, 2004)와 영유아발달 베일리 척도(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BSID-Ⅱ, 이하 BSID-Ⅱ) (Bayley, 1993)의 정신척도(Mental Scale) 영역검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PTI는 만4세 이상의 아동에게 실시되었다. 검사절차는 검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아동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어서, 간단한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동이면 뇌성마비아동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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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연속 6개 이상 오반응시 최고한계점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원점수를 통해 

산출된 정신연령을 이용하여 인지발달이 다소 지체된 8세 이상 아동의 지능지수(IQ)도 추정할 수 있

었다. 한편, 만4세 이상 아동 중 인지발달저하로 인하여 간단한 지시사항조차도 따르기가 어려워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아동이나 만4세 이하의 아동들에게는 BSID-Ⅱ를 실시하여 발달연령을 산출하였다. 

인지능력의 경우는 인지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아동들을 총 네 군으로 나뉘었다. 지능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아동들을 세 군으로, 그리고 검사가 불가능한 아동들 한 군으로 분류하였는데, 지능지수를 기

준으로 (1) Ⅰ등급: 정상범주군(IQ 85 이상); (2) Ⅱ등급: 경계선군(IQ 71～84); (3) Ⅲ등급: 경중도지

체군 (IQ 70 이하)의 세 군이었으며; 그리고 (4) 검사가 불가능한 아동들은 Ⅳ등급: 심도지체군으로 

나누었다. 경중도지체군과 심도지체군에 속하는 아동들은 IQ 70 이하로서 미국 인지 및 발달장애협회

(The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의 기준에 따라 정

신지체의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체 30명의 아동 중에서 Ⅰ등급은 5명(16.7%), Ⅱ등급은 4명

(13.3%), Ⅲ등급은 11명(36.7%), 그리고 Ⅳ등급은 10명(33.3%)이었다. 이에, 정신지체 수준의 아동들

은 전체 30명 중 21명(70.0%)이었다. 

또한, 28명(93.3%)의 아동들이 어머니를 주양육자로 두었다. 식사 시에 섭식제공은 자기 스스로 

먹는 방법과 주양육자가 식사보조를 해주는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아동의 수가 12명(40%)으로 가

장 많았고, 스스로 먹는 아동의 수(9명, 30%)와 주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동의 수(9명, 30%)

가 동일하였다.

<표 - 3> 뇌성마비 아동 30명의 기본정보

대상
아동

생활월령
(연령:세;개월)

성별
뇌성마비 
유형

교육기관
인지능력
등급

주양육자 섭식제공방법

1 34 (2;10) M
a)

SD 어린이집 I 어머니 스스로+주양육자

2 59 (4;11) Fb) SDc) nsg) Ⅱ 어머니 스스로

3 59 (4;11) F SD ns I 어머니 스스로

4 70 (5;10) M SHd) 유치원 I 어머니 스스로

5 60 (5; 0) M Mx ns Ⅲ 어머니 스스로+주양육자

6 36 (3; 0) M SD ns I 어머니 스스로+주양육자

7 36 (3; 0) F SD ns Ⅱ 어머니 주양육자

8 71 (5;11) M SD ns Ⅱ 어머니 스스로

9 74 (6; 2) M SD 어린이집 I 어머니 스스로

10 74 (6; 2) F SD 특수학교 IV 어머니 스스로+주양육자

11 87 (7; 3) M SD ns Ⅲ 어머니 스스로+주양육자

12 56 (4; 8) F SH 유치원 IV 친인척 주양육자

13 61 (5; 1) F SD ns Ⅲ 어머니 스스로+주양육자

14 73 (6; 1) F SD 어린이집 Ⅲ 어머니 스스로+주양육자

15 71 (5;11) F SD ns Ⅲ 어머니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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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계속)

대상
아동

생활월령
(연령:세;개월)

성별
뇌성마비 
유형

교육기관
인지능력
등급

주양육자 섭식제공방법

16 93 (7; 9) M SD ns Ⅲ 어머니 스스로+주양육자

17 112 (9; 4) F SD 일반학교 Ⅲ 어머니 스스로+주양육자

18 44 (3; 8) F SQ ns IV 어머니 주양육자

19 51 (4; 3) F SD ns IV 어머니 스스로+주양육자

20 69 (5; 9) F SD 유치원 Ⅲ 어머니 스스로+주양육자

21 78 (6; 6) M SD 어린이집 Ⅱ 어머니 스스로

22 83 (6;11) F SD 특수학교 Ⅲ 어머니 스스로

23 40 (3; 4) F Mx 어린이집 IV 어머니 주양육자

24 49 (4; 1) M SQe) 어린이집 Ⅲ 어머니 주양육자

25 56 (4; 8) M SQ 어린이집 IV 어머니 주양육자

26 66 (5; 6) M SQ ns IV 어머니 스스로

27 68 (5; 8) F Mx
f)

ns IV 어머니 주양육자

28 84 (7; 0) F SQ ns Ⅲ 어머니 주양육자

29 99 (8; 3) M SQ ns IV 어머니 주양육자

30 67 (5; 7) M SD 유치원 IV 친인척 스스로+주양육자
a)
M: male, 

b)
F: female, 

c)
SD: spastic diplegia, 

d)
SH: spastic hemiplegia, 

e)
SQ: spastic quadriplegia, 

f)
Mx: mixed, 

g)ns: no schooling

3. 자료수집 

이 연구의 예비 검사는 서울 소재의 대학병원 1곳에서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

었다. 한편, 본 검사는 서울 소재의 대학병원 1곳과 복지관 1곳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었다. 모든 연구진행 절차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No.: 4-2007-0133)을 거쳐 모든 보호자들의 서면동의를 취

득한 후에 진행되었다.  

평가는 독립된 조용한 방에서 제1검사자, 제2검사자, 아동, 보호자가 동석한 채 진행되었다. 독

립적인 앉기가 가능한 아동은 의자에 착석하여 검사가 실시되었다. 반면에, 독립적인 앉기가 불가능

한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의자에 앉고 보호자 무릎에 아동을 앉혀서 검사를 진행하거나 바닥에 

매트를 깔고 제2검사자가 아동을 안은 채 검사를 진행하였다. 평가과정은 차후 분석의 목적으로 Sony 

Handycam
™
 DCR-PC330과 Sony Mini-digital video recorder를 이용하여 녹화되었다. 카메라는 아동

의 정면에 위치시켜, 안면부위가 집중적으로 녹화되도록 조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평가는 대근육

운동기능, 소근육운동기능 비구어기제기능, 그리고 섭식-삼킴기능, 등의 4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졌다. 대․소근육운동기능의 경우에는 GMFCS단계와 MACS단계를 평가하였는데, 이 때 치

료 기관의 의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활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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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치료사가 아동이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에서 움직임을 유도하는 구어명령을 수행하는 모습

과 휴식상태의 아동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면서 기능적 능력 및 장애 양상, 비정상적 반사 유무, 자세

적 근긴장도 양상, 양손의 기능적 발달수준 등을 평가하여 기록하였다. 

비구어기제기능 평가는 각 하부기제별 과제를 진행하였다. 하부기제에는 호흡, 후두, 인두, 구

강, 반사 등의 5가지 영역이 포함되었다. 호흡은 4문항, 후두는 2항목, 인두는 3문항, 그리고 구강의 경

우는 입술 10문항, 혀 10문항, 턱 2문항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반사기능의 경우에는 6문항이었다. 

각각 아동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구두로 지시를 하거나 제1검사자가 과제수행방법을 

모델링해 주고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후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아동이 이해력이 부족하여 

자발적 반응이 불가한 경우에는 모방하도록 하였고, 모방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반응’으로 처리하였

다. 호흡기능의 경우는 제2검사자가 아동이 호흡하는 동안 흉․복부를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검사시

간 내에 직접 관찰이 어려운 일부 항목의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섭식-삼킴기능의 직접평가는 액체, 페이스트, 반고형식, 그리고 고형식 등의 네 가지 유형의 농

도에 대하여 총 15문항에 대해 이루어졌다. 먼저, 물의 경우에, 아동이 컵으로 마실 때의 액체 삼키기 

기능을 평가하였다.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요플레와 숟가락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요플레를 떠서 아동

에게 먹이면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의 삼키기 기능을 평가하였다. 반고형식의 경우에는 카스타드 

케잌을 가로 1.5 cm, 세로 1.5 cm 정도의 크기로 잘라 아동에게 먹이면서 평가하였다. 고형식의 경우

에는 새우깡의 깨물기와 삼키기 기능을 평가하였다.

간접평가의 경우에는 섭식-삼킴기능에 대한 총 24문항의 설문지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시행

하였다. 보호자는 문항들을 읽고 적합한 답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사용하는 식기의 종류를 확

인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검사판 3종(밥그릇, 컵, 숟가락)을 제시하여 아동이 현재 사용하는 식기를 

지적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가. 자료입력 

설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평가결과의 자료들은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두 입력하였으며,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각 하부영역별로 점수를 입력한 

후에 문항점수들의 평균치를 구하였다.  

나. 통계분석

SAS 9.1
™
을 활용하여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아동들의 대근육운동기능 및 소근육운동기능에 따

른 GMFCS 및 MACS단계의 비율을 구하였다. 또한, 비구어기제기능 및 섭식-삼킴기능 평가 결과의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섭식-삼킴기능 평균점수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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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전체자료의 10%

에서 두 평가자간 및 한 평가자내의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관계(Spearman’s rank order correlation)를 

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평가일치도

아래의 <표 -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근육운동기능의 경우에는 GMFCS의 Ⅰ～V단계분류에 

따라, 가장 경미한 장애인 I단계는 5명(16.7%), Ⅱ단계는 7명(23.3%), Ⅲ단계는 6명(20.0%)이었고, Ⅳ단

계는 11명(36.7%)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심한 장애인 Ⅴ단계는 1명(3.0%)이었다. 

소근육운동기능은 MACS의 I～V단계분류에 따라 가장 경미한 장애인 Ⅰ단계는 4명(13.3%), Ⅱ단계

는 6명(20%), Ⅲ단계는 8명(26.7%), IV단계는 5명(16.7%), 그리고 V단계는 7명(23.3%)이었다. GMFCS

단계와 MACS단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아동의 수는 전체 30명 중에 21명으로 70%에 달하였다. 아동

들의 GMFCS단계와 MACS단계 간의 스피어만상관계수는 0.951 (p < .001)로서 두 측정간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구어기제기능 및 섭식-삼킴기능의 경우에는 각 아동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력이 떨어

졌다. 평균점수는 비구어기제기능 혹은 섭식-삼킴기능 문항들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비구어기제기능의 경우에는 전체아동의 평균(±표준편차)은 0.40(± 0.37)이었으며, 아동 no. 25가 가장 

낮은 수행력인 1.29를 보였고, 아동 no. 4 와 no. 15이 가장 높은 수행력인 0.00을 보였다. 섭식-삼킴기

능의 경우에는 전체아동의 평균(±표준편차)은 0.66(± 0.47)이었으며, 비구어기제기능이 가장 낮았던 

아동 no. 25가 가장 낮은 수행력인 1.75를 나타냈고, 비구어기제기능이 가장 높은 수행력인 0.00을 보

였던 아동 no. 4가 가장 높은 수행력인 0.08을 보였다.  

<표- 4> 뇌성마비 아동 30명의 GMFCS단계, MACS단계, 비구어기제기능 및 섭식기능 평가결과

대상
아동

GMFCS단계 MACS단계
비구어기제기능

평균점수
섭식-삼킴기능

평균점수

1 I I 0.02 0.10

2 I I 0.15 0.33

3 I I 0.04 0.33

4 I I 0.00 0.08

5 I Ⅱ 1.11 1.51

6 Ⅱ Ⅱ 0.37 0.85

7 Ⅱ Ⅱ 0.24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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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대상
아동

GMFCS단계 MACS단계
비구어기제기능

평균점수
섭식-삼킴기능

평균점수

8 Ⅱ Ⅱ 0.10 0.38

9 Ⅱ Ⅱ 0.03 0.12

10 Ⅱ Ⅲ 0.07 0.54

11 Ⅱ Ⅱ 0.33 0.41

12 Ⅱ Ⅲ 0.10 0.88

13 Ⅲ Ⅲ 0.40 0.71

14 Ⅲ Ⅲ 0.35 0.53

15 Ⅲ Ⅲ 0.00 0.08

16 Ⅲ Ⅲ 0.19 0.35

17 Ⅲ Ⅲ 0.16 0.64

18 Ⅲ Ⅲ 0.21 0.30

19 IV IV 0.46 0.72

20 IV IV 0.23 0.54

21 IV IV 0.07 0.12

22 IV IV 0.42 0.59

23 IV V 0.87 1.13

24 IV V 1.02 1.24

25 IV V 1.29 1.75

26 IV IV 0.43 0.57

27 IV V 0.69 1.24

28 IV V 1.05 1.35

29 IV V 0.90 1.46

30 V V 0.59 0.66

평균
(±표준편차)

- - 0.40(±0.37) 0.66(±0.47)

2. 다중회귀분석 결과

GMFCS단계, MACS단계, 그리고 비구어기제기능이 섭식-삼킴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GMFCS단계와 MACS단계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각각 21.14와 14.89로 10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다중공선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모형에 동원된 독립변수들 중 

GMFCS단계 변수를 제거하고 MACS단계 변수만을 포함하거나, 혹은 MACS단계 변수를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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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CS단계 변수만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이 때, GMFCS단계와 MACS단계 변수 중 

무엇이 섭식-삼킴기능과의 관계성이 더 밀접할 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각 변수를 하나

씩 제거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MACS단계 변수만 포함한 결과, 비구어기제기능만이 섭식-

삼킴기능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f= 2, F = 47.50, p < .001). 여기서는 결정계수

인 R2이 .7787로서 섭식-삼킴기능 변수 총분산의 77.9%가 비구어기제기능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GMFCS단계 변수만 포함한 결과에서도 비구어기제기능만이 섭식-삼킴기능에 유의하

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f= 2, F = 51.04, p < .001). 여기서는 결정계수인 R2이 .7908로서 

섭식-삼킴기능 변수 총분산의 79.1%가 비구어기제기능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섭식-삼킴기능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비구어기제기능이었으며, 비구어기제기능이 저하될수록 섭

식-삼킴기능이 유의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그림 - 1>은 MACS단계, GMFCS단계 및 비

구어기제기능과 섭식-삼킴기능간의 산점도(scatter plot)로서 비구어기제기능과 섭식-삼킴기능와의 

높은 관련성을 잘 나타내준다. 

<그림 - 1> 변수들 간의 산점도
x1 =독립변수: MACS단계, x2 =독립변수: GMFCS단계, x3 =독립변수: 비구어기제기능, 

y =종속변수: 섭식-삼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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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자간-평가자내 평가일치도

평가자간 및 평가자내의 평가일치도는 아래 <표 - 5>에서 보듯이 평가자내 일치도가 평가자간 

일치도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자간 일치도는 MACS단계가 100%로 가장 높았고, 비구

어기제기능이 93.5%, 섭식-삼킴기능이 74.4%, GMFCS단계가 67.0%의 순이었다. 평가자내 일치도는 

GMFCS단계 및 MACS단계가 100%이었고, 섭식-삼킴기능이 94.9%, 그리고 비구어기제기능이 91%

이었다.

<표- 5> 네 가지 평가영역에서 평가자간 및 평가자내 평가일치도(%)

평가자간 평가자내

GMFCS단계 67.0 100

MACS단계 100 100

비구어기제기능 93.5 91.0

섭식-삼킴기능 74.4 94.9

Ⅳ. 논의 및 결론

뇌성마비 아동의 섭식-삼킴장애는 신체의 대근육운동기능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인다. 

GMFCS단계상, 심한 정도의 장애인 Ⅳ등급에 해당하는 두 아동들(대상아동 no. 21, no. 25)의 섭식-삼

킴기능 평균점수가 서로 상반되게(예: 0.12 vs. 1.75)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들이 보인 뇌성마비 유형 및 중증도가 너무 다양하게 섞

여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아동들 중에 경직형 하지마비를 보였던 아동은 63%이었는데, 하

지마비 아동의 경우는 그들이 보이는 신체기능과 섭식-삼킴기능과의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Gangil et al. (2001)이 밝힌 바와 같이 사지마비와 저긴장형 등을 보이는 심도의 장애인 경우에 섭

식-삼킴기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삼킴검사 시 아동의 자세는 최대

한 기능적이고 안정적인 최적의 자세에서 이루어졌다. 자세가 끼치는 삼킴에의 영향력(예: 고개지탱

의 어려움으로 인한 음식이나 침 흘리기)이 큰 것을 고려해볼 때, 아동의 삼킴능력이 다소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아동이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 상태에서 움직임을 지속

적으로 가질 때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섭식-삼킴기능에 관여하는 구강구

조의 이상과 구강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기능의 협응력 저하가 초래된다는 선행연구(우미남, 

2005)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아동 중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영향을 줄만큼 심도의 장애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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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동 no. 27 아동이 유일하였다. GMFCS단계 Ⅳ 및 Ⅴ의 아동들도 비정상적 사지반사나 운동패

턴의 고착이 관찰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섭식-삼킴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뇌성마비 아동에게서 

비정상적 반사로 인하여 머리, 목, 몸통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가 고착화될 경우, 신체의 안정성

이 떨어지고 대․소근육의 기능적인 사용을 방해하여 섭식-삼킴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한다고 

보고한 Christensen (1989)의 연구를 적용하기에는 본 연구의 대상아동의 상태가 경했다고 사료된다. 

소근육운동기능의 경우에도 MACS단계에 따른 섭식-삼킴기능의 점수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ACS는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사물을 조작하는데 그들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하여 그 기능의 단계를 나누는 체계이다(Eliasson et al., 2006). 일반적으로 섭식-삼

킴기능에는 (양)손의 운동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본 연구의 절차 상 검사자가 아동에게 음

식물을 먹여주는 과정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것이고 아동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구강으로 가져가는 

것을 평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MACS단계와의 연관성을 관찰하기 힘들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임

상현장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섭식-삼킴기능의 관찰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분석이 행해진다면 선행

연구들(Gangil et al., 2001; Stallings et al., 1993a, 1993b)에서 보여졌듯이 대․소근육운동기능과 섭식

-삼킴기능과의 높은 연관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비구어기제기능이 섭식-삼킴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일하게 의미있는 것

으로 밝혀졌는데, 섭식-삼킴기능에서 정상적인 입술기능 특히 입술폐쇄압(lip closing pressure)의 중

요성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Chigira et al., 1994) 예상되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구어기제기능 평

가 문항 중, ‘입술다물기’와 같이 입술의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와 

연관된 증세인 ‘침흘리기’ 등을 보일 수 있으며(Iammatteo, Trombly & Luecke, 1990), 그에 따라 본 

검사의 섭식-삼킴기능 평가 문항인 ‘침흘림’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된 Reilly, Skuse & Poblete (1996)과 Hou et al. (2004)의 연구결과와 마찬가

지로 많은 비율의 대상 아동들이 구강운동장애와 섭식-삼킴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섭식-삼킴장애를 가진 뇌성마비 아동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강운동장애를 보이는 것일까? 예로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씹거나 삼키기의 빈도 및 시간이 증가한다. Gisel & Patrick (1988)은 심한 

구강운동장애를 가진 뇌성마비 아동이 정상아동보다 삼킴 시 씹기와 삼키기의 빈도 및 시간이 증가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둘째, 심한 구강운동장애나 혀떠밀기(tongue thrust)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혀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Peng et al., 2004)에, 음식물을 구강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능력과 삼키는 동안 

입술을 다물어서 유지하는 능력에 손상을 보인다(Yilmaze, Basar & Gisel, 2004). 셋째, 정상아동들과 

달리 뇌성마비 아동들은 구강운동기능장애와 과민한 혹은 둔감한 구강감각장애로 인해 삼킴과정의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된 패턴을 습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구강운동장애 요소를 

치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섭식-삼킴기능의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Gisel, 1994; Gisel 

et al., 1996)에 비추어 볼 때, 두 기능간의 관계는 밀접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구어기제기능의 평가문항으로 호흡이나 발성 등의 비구강기능에 관련된 요소들

도 포함되었다. 총괄적인 비구어기제기능이 섭식-삼킴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호흡기능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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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후두기능과 섭식-삼킴기능간의 관련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예컨대, 뇌성마비 아동들의 성

대부전 등으로 인하여 후두반사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구강운동 움직임과 호흡간의 협응 등에서 문

제를 보임으로써 섭식-삼킴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구어기제기능의 각 세

부영역과 섭식-삼킴장애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지는 않았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비구어기제기능과 섭식-삼킴기능간의 밀접한 관계성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기능들은 서로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비구어기제기능을 평가할 때에는 대부분 동일한 지

시에 따라 한 구조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과제를 주로 활용하는 단순한 행위를 요구한다. 반면에, 섭식

-삼킴기능의 평가는 보다 복잡하고 협응이 요구되는 과제로서 연관변인, 즉 음식의 질, 양, 크기, 익숙

함, 식기의 종류와 같은 여러 가지 자극변인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자극이 제시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구어과제 수행 시와 마찬가지로(Keller & Gopnik, 1987) 삼킴 시에 비구어기

제가 좀 더 원활하게 협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구어기제의 한 요소가 손상되더라도 ‘삼킴’이

라는 목적을 향해(goal-driven) 다른 정상적 요소의 보충적 행동으로 소기의 목적이 성취될 수도 있

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으로서 뇌성마비 아동의 섭식-삼킴기능에 있어서 비구어기제의 협응 

측면을 관찰해 볼 것을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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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GMFCS (Palisano et al., 1997)에 따른 대근육기능 발달단계: 만 4～

6세의 아동의 예 

GMFCS I -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바닥을 짚지 않고 이리 저리 움직인다. 바닥이나 의자에서 혼

자서 일어선다. 실내나 실외에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고, 달리거나 점프하기도 한다.

GMFCS Ⅱ -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바닥에서 일어서거나 앉은 자세에

서 일어서면서 바닥을 짚기도 한다. 실내나 바닥이 평평한 실외에서 단거리를 보조 이동 기구없이 

걸을 수 있다.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지만 달리기나 점프하기는 어렵다.

GMFCS Ⅲ -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지만 손을 최대한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골반이나 몸

통을 지지해주어야 할 때도 있다. 바닥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의자에 앉아서 이리 저리 움직인

다.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평한 바닥에서는 보조 이동 기구를 이용하여 걷고, 보호자의 도움

으로 계단을 오른다. 장거리나 실외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GMFCS Ⅳ - 의자에 앉을 수 있지만 몸통을 조절하고 손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려면 아동에게 맞

는 의자가 필요하다. 보호자가 도와주거나 움직이지 않는 바닥에서는 의자에 앉아 팔을 이용하여 

이리저리 움직인다. 워커를 사용하고 보호자가 지켜보고 있으면 단거리는 걸을 수 있지만 방향을 

바꾸기 힘들고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는 균형을 잡기 어렵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혼자 

이동할 수 있다.

GMFCS V -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하고 머리와 몸통을 항중력 자세에서 유지하기 어렵다. 운

동기능의 대부분이 제한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앉기, 서

기 자세에서 보조 도구와 기술을 사용해도 기능은 제한되어 있다. 아동에게 전동휠체어를 적절하

게 조정해주면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출처: 박소현․이충휘(2004)에서 인용.

<부록 - 2> MACS (Eliasson et al., 2006)에 따른 소근육기능의 다섯 가지 
평가단계

MACS I - 사물을 쉽고 성공적으로 조작한다. 속도와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일에만 제한이 있지

만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MACS Ⅱ - 대부분의 사물을 잘 조작하지만 성취하는데 속도와 질이 떨어진다. 특정한 일에 어려

워하거나 일부로 피하기도 하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MACS Ⅲ - 사물조작에 어려움을 보이며, 활동을 준비하거나 변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수행

이 느리고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동작수행의 변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에게 적합하게 환

경이 조성되고 준비된다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MACS Ⅳ - 준비된 환경에서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물에만 제한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일을 

부분적으로만 수행하는 데에도 힘이 들고 불가능할 수 있다. 특정 활동을 부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도움, 보조, 그리고 적응을 위한 장비 등이 필요하다.

MACS V - 사물조작이 전혀 안되고 단순한 동작 수행까지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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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 Gross/Fine Motor Functions and/or Non-speech 
Mechanism Function Affect Feeding-Swallowing 

Function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1) 

HyangHee Kima,b,§, Eun Sook Parka, Ji Eun Parkb, 
Hyun-Joung Leeb, Jung Mo Namc, Myung Soo Choib, Seung Jin Leeb

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c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rates of feeding-swallowing disorders 
among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CP) are high. These disorders can be detrimental threat to 
nutritional status, physical growth, and furthermore, life expectancy for children with C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gross motor function, fine motor function, and/or non-speech 
mechanism affect feeding-swallowing disorders in children with CP. Methods: Thirty children with 
CP participated in this study. Gross motor function, fine motor function, non-speech mechanism, and 
feeding-swallowing functions were examined via direct assessment of children and caregiver 
questionnaires. Results: Gross and fine motor functions were identified. The mean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non-speech mechanism and feeding function were repor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79.1% or 77.9% of the total variance in the feeding- 
swallowing function was explained by the non-speech mechanism function (p < 0.001).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notion that therapeutic inter-
vention in the non-speech mechanism could improve feeding-swallowing function in children 
with CP. We speculate that more precise coordination might be required in feeding-swallowing 
than in non-speech tasks. Further study is needed to uncover the coordination systems involved 
in feeding-swallowing as well as non-speech mechanism function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242-262)

Key Words: cerebral palsy (CP), gross motor function, fine motor function, non-speech mechanism 
function, feeding-swallow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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