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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황민아·박은숙·신지철 .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초기 의사소통 행동 분석 . 『언어청각

장애연구』 , 2 0 0 1 제 6권 , 제 1호 , 7 7- 9 1. 뇌성마비 아동의 의사소통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

화된 놀이상황에서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표현의 전체빈도, 형식(제스추어, 발성) , 기능(행동통제,

사회적 상호작용, 동시주의집중), 자음을 포함한 발성, 다음절발성, 낱말 및 낱말조합을 측정하여,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및 인지수준 일치대조군과 비교하였다. 의사소통의도표현의 전체빈도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사소통의도 표현형식 중 발성의 사용빈도가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보다 뇌성마비군에서 더 낮았다. 의사소통기능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뇌성마비군과

인지수준 일치대조군 간에서의 의사소통의도 표현의 전체빈도는 차이가 없었지만 회귀분석 결과,

인지수준 일치대조군의 경우 인지발달점수와 의사소통의도 표현빈도간에 높은 선형관계를 보인

반면, 뇌성마비군에서는 이 둘간의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음을 포함한 발성 및 다음절발

성, 낱말 사용빈도는 뇌성마비군이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보다 더 낮았지만, 인지수준 일치대조군

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Ⅰ. 서 론

뇌성마비는 초기 뇌성장 기간에 나타나는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과 자세의 비진행성 장애로,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난다(Lor d , 1984). 뇌성마비 아동이 가지는 문제를 살펴보면, 주된 문

제인 운동능력의 손상 이외에도 지적결함, 간질, 또는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 지각, 언어, 행동,

섭식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Denh off & Robinault , 1960 ; Lov e , 1992). 시각, 청각,

지각, 지능 및 환경은 언어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뇌성마비 아동에서 빈번히 나타

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언어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Newton , 1977).

뇌성마비 아동의 의사소통에 관해서는 주로 다양한 조음문제 및 첫낱말 습득 이후의 언어발

달과 관련된 연구가 현재까지 활성화되어 왔다(Newton , 1977 ; Byrn e , 1959 ; Cruicksh ank ,

1976 ; Levin , 1999). 그러나 어린 뇌성마비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지 못하며,

특히 비구어적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P in der , Ols wang &

Coggins (1993)는 20개월된 중도의 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 아동(심도의 양측 청각장애 동반)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의도를 가진 언어전단계 표현(pr elinguis t ic s ign al)을 가르치는 단일대상연구

(s ingle - s ubje ct s tudy)를 진행하였다. 또한 Ols wang & P in der (1995)는 11개월에서 13개월 사이

의 다양한 중증도를 가진 여러 유형의 뇌성마비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다 세련되고 관습

적인 의사소통표시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물놀이(obje ct p la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였다.

P inder & Ols wang(1995)은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치료가 어린 뇌성마비 아동의 의

사소통의도 표현 발달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가르친 의사소통 표현들이 선택하기와 요구



하기 상황에서 어떻게 학습되고 사용되는 지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어린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

으로 의사소통의도 표현 발달에 대해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치료를 통한 특정한 의사소통의도 표현

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며, 아동의 전반적인 초기 의사소통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또한

연구대상이 주로 비구어적 의사소통 표현을 하는 시기의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어, 비구어적 의사소

통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으로 발달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기능의 종류와 의사소통 표현형

식의 특징 및 변화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뇌성마비 아동의 비구어적 의사소통 발달과 초기 언어발달의 특성은 이들이 언어표현기로 성

장하면서 나타낼 수도 있는 언어장애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의 비

구어적·구어적인 의사소통발달에 대한 연구는 뇌성마비 아동의 언어장애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구어적인 의사소통 표현이 구어발달로 진행되는 시기

에 있는 뇌성마비 아동의 의사소통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을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및 인지수준 일치대조군과 비교하였다.

지적발달에서의 지체가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뇌성마비

관련 문헌에서도 뇌성마비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발달에서의 장애를 언

급하고 있다(Newton , 1977 ; Leung & Kao, 1999 ; 이승환, 1996). 많은 뇌성마비 아동들이 지적

발달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성마비군과 인지수준 일치대조군을 비교하여 이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의 의사소통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화된 놀이상황에

서 나타난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표현빈도, 의사소통의도 표현형식(제스추어, 발성), 의사소통기능

(행동통제, 사회적 상호작용, 동시주의집중) , 자음을 포함한 발성, 다음절발성, 낱말 및 낱말조합의

사용빈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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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뇌성마비군 10명과 대조군 20명(생활연령 일치대조군 10명, 인지수준 일치대조군 1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표 - 1> 참조) .

뇌성마비군은 14개월에서 24개월 사이(평균: 19 .7개월, 인지발달점수 평균: 100 .40)의 경직

형 뇌성마비 아동 10명(남: 5명, 여: 5명)이었으며, 이들 중 사지마비 아동이 5명, 양마비 아동이 5

명이었다. 뇌성마비 아동의 부모들은 아동들이 모두 시각과 청각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뇌

성마비 아동들은 모두 스스로 앉을 수 있었으나, 독립보행이 가능한 아동은 없었으며, 모든 아동이

사물을 향해 손을 내밀고 사물을 잡을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세브란스 재활병원 물리치료실과 작

업치료실에서 주 1- 2회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은 없었다.

대조군 중 생활연령 일치대조군은 ±2개월 범위내에서 각각의 뇌성마비 아동과 월령 및 성별

을 일치시킨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10명 중 8명은 뇌성마비 아동

과 동일 월령이었고, 나머지 2명은 ± 2개월 범위내의 월령이었다. 생활연령 일

<표 - 1> 연구대상

뇌성마비 인지수준 일치대조군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성별 연령 인지점수 유형 성별 연령 인지점수 성별 연령 인지점수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 0

여

남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14

15

18

19

20

21

21

22

23

24

84

91

93

103

107

118

88

116

118

86

양마비

사지마비

양마비

양마비

사지마비

사지마비

사지마비

양마비

양마비

사지마비

여

남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12

11

10

13

18

21

10

17

18

9

80

87

94

103

114

117

81

119

119

81

여

남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14

15

16

19

20

22

21

22

23

24

100

98

99

-

129

124

135

134

139

-

평균 19.70 100.40 13.00 99.50
19.6

0



치대조군은 14개월에서 24개월 사이(평균: 19 .6개월)의 정상아동 10명(남: 5명, 여: 5명)이었다. 인

지수준 일치대조군은 T h e Bayley S cales of Infant Deve lopment - S e con d Edition(BSID-

Ⅱ)(Bayley , 1993)의 Mental S cale 원점수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뇌성마비 아동들이 획득한

BSID- Ⅱ의 mental s cor e 원점수의 ±7점 범위 내에서 동일성별의 인지수준 일치대조군을 선정하였

다. 인지수준 일치대조군은 9개월에서 2 1개월 사이(평균: 13 .9개월)의 정상아동 10명(남: 5명, 여:

5명)이었다. 인지수준 일치대조군의 BSID- Ⅱ의 mental s cor e 원점수의 범위는 뇌성마비 아동에서

84 - 118점(평균 100 .40점)이었고, 정상아동에서는 80 - 119점(평균 99.50점)이었다. 인지수준 일치

대조군의 모든 피험자는 뇌성마비군의 모든 피험자 각각과 성별을 일치시켰다.

2 . 연구방법

가 . 절차

검사는 발달검사와 의사소통과제를 실시하였다. 발달검사는 아동이 검사환경과 검사자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준 후, BSID- Ⅱ 중 T h e Mental S cale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과제는

Communicat ion an d Symbolic Beh avior S cales (CSBS)(Weth erby & Pr izant , 1993)의 절차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의사소통과제에서도 아동이 검사환경과 검사자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

간을 준 후, CSBS pr oce dur e 중 의사소통 유도과제(communicativ e temptations )와 책보기만을

연구목적에 따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의사소통과제는 아동이 의사소통의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9가지의 상황을 진행하

였다. 의사소통과제는 <표 - 2>에 기술하였다.

뇌성마비군은 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시 어머니가 검사실내에 있도록 하였다.

대조군은 아동의 집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놀

이방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선생님이 동석하는 친숙한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뇌성마

비군과 대조군 모두 어머니나 선생님이 검사환경내에 같이 있되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도

록 하여, 주요 상호작용이 아동과 검사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검사시간은 BSID- Ⅱ를 실시하는데 뇌성마비군의 경우는 약 40 - 60분, 대조군의 경우는 약

30분이 소요되었고, 의사소통과제를 실시하는데는 뇌성마비군과 대조군 모두 약 20분이 소요되었

다. 검사과정은 Sony AC S - 25를 사용하여 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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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의사소통과제

과제 실시방법

새 모양의 태엽장난감1 태엽을 감은 뒤 새를 눌러서 작동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아동의 반응을

기다림

풍선1 풍선을 불어서 아동에게 보여주고 바람을 뺀 풍선을 책상에 놓은 뒤 아

동의 반응을 기다림

비누방울1 뚜껑을 열고 불어서 아동에게 보여주고 뚜껑을 닫은 비누방울을 책상에

놓은 뒤 아동의 반응을 기다림

까꿍놀이1 무늬가 없는 흰색 수건을 이용함

간지럼1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책상에서부터 아동의 팔을 거쳐 목까지 이동하며

아동을 간지럽힘

4개의 블록이 든 상자
4개의 블록이 든 상자를 아동에게 보여준 후 꺼내 와 넣어 라는 구어명

령을 한 뒤 아동의 반응을 기다림

속 안 보이는 주머니
4개의 장난감이 들어 있는 속 안 보이는 주머니를 아동에게 보여준 후

꺼내 와 넣어 라는 구어명령을 한 뒤 아동의 반응을 기다림

투명한 병1 뚜껑을 열어 과자를 꺼내 아동에게 준 후 뚜껑을 잠궈 책상에 놓은 뒤

아동의 반응을 기다림

책보기
3권의 책을 보여준 뒤 아동이 선택한 순서대로 3권의 책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함

1 5번씩 반복 실행함

나 . 자료분석

비디오로 녹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표현 중 의사소통의도가 명확한 표현에서 그 빈도,

기능, 표현형식을 분석하였다. 이중 빈도는 전체 의사소통의도 표현빈도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기

능에서는 행동통제, 사회적 상호작용, 동시주의집중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표현형식에서는 발성을

동반하지 않은 제스추어의 횟수와 제스추어를 동반한 또는 동반하지 않은 발성의 횟수를 측정하였

다. 표현된 모든 발성을 대상으로 자음을 포함한 발성과 다음절발성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표현된

모든 발성 중 낱말만을 대상으로 한낱말과 낱말 조합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표

현한 의사소통의도는 <표 - 3>과 같다.



<표 - 3> 평가 내용

범 주 평가항목

의사소통

의도

표현빈도

명확한 의사소통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의도 표현의 전체 빈도(의사

소통의도 표현빈도는 의사소통기능에서 행동통제, 사회적 상호작용,
동시주의집중의 출현빈도의 합과 같으며, 의사소통의도 표현형식에

서 제스추어, 발성의 출현빈도의 합과 같다.)

의사소통

기능

행동통제

특별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사용된

행동. 아동의 목적은 어른이 무언가를 하도록 또는 멈추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다른 사람의 주의를 자신에게 유도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행

동. 아동의 목적은 어른이 아동을 보거나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주의집중 다른 사람의 주의를 의사소통행동에 대한 사물, 사건, 주제로 향하

게 하기 위해 사용된 행동. 아동의 목적은 어른이 사물이나 사건을

보거나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의도

표현형식

제스추어 의사소통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발성없는 제스추어

발성

의사소통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발성

제스추어를 동반한 또는 동반하지 않은 발성으로 구성됨. 발성은 전

사 가능한 모음을 포함해야하며, 모음 앞이나 뒤에 자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발성1

자음을 포함한

발성
모음 앞 또는 뒤에 오는 자음이 포함된 발성

다음절발성
모음만으로 또는 한 개나 그 이상의 자음을 포함한 모음으로 구성

된 다음절발성

낱말2
낱말

일반적인 소리패턴으로, 관습적인 낱말 또는 그와 비슷해야하고, 구

체적인 사물, 행동, 특성 또는 낱말 분류를 의미함

낱말 조합 적어도 두 낱말을 포함하는 발화

1 의사소통수단(제스추어, 발성) 중 발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2 발성 중 낱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

다 . 신뢰도 검증

대학원에서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검사방법과 분석방법을 훈련받은 2차

검사자가 전체 자료의 10%(3명)를 추출한 비디오 녹화 내용을 재분석하여 검사자간 신뢰도를 평가

한 결과, 92 .4 %의 신뢰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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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통계분석

SPSS 통계 프로그램(v ers ion 9 .0)을 이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의사소통의도 표현형

식(제스추어, 발성) , 의사소통기능(행동통제, 사회적 상호작용, 동시주의집중) , 낱말, 낱말조합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발달과 의사소통의도 표현빈도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음을 동반한 발성, 다음절발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결과에 대하여 T uk 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

다.

Ⅲ. 결 과

1. 의사소통의도 표현형식 (제스추어 , 발성 )의 차이

뇌성마비군과 대조군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도 표현형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제스추어의

사용빈도 평균은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및 인지수준 일치대조군 보다 뇌성마비군이 더 높았으나, 발

성의 사용빈도 평균은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및 인지수준 일치대조군보다 뇌성마비군이 더 낮았다

(<표 - 4> 참조) .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성이 제스추어보다 유의하게 많았고(F ( 1 ,2 7 ) =6 .0 8,

p <0 .0 5), 집단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현형식×집단 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2 ,2 7 ) =4 .94 , p <0 .0 5). T uk 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스추어는 집단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성의 경우 뇌성마비군이 생활연령 일치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발성의 빈

도가 낮았다(MSE= 167 .56 , 27df, p <0 .05).

<표 - 4> 의사소통의도 표현형식별 사용빈도의 평균 및 전체 표현빈도

집단
의사소통의도 표현형식

전체 표현빈도*

제스추어 발성

뇌성마비군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인지수준 일치대조군

17.50(SD= 9.26)

14.40(SD= 7.50)

15.20(SD=14.13)

14.40(SD= 7.44)

33.10(SD=15.11)

20.70(SD=13.47)

3 1.90(SD=11.71)

46.60(SD=14.14)

36.20(SD=23.36)

* 제스추어 사용빈도와 발성 사용빈도의 합



2 . 의사소통기능 (행동통제 , 사회적 상호작용 , 동시주의집중 )의 차이

뇌성마비군과 대조군이 사용하는 의사소통기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행동통제의 사용빈도

평균은 뇌성마비군의 평균이 생활연령 일치대조군보다는 높고, 인지수준 일치대조군보다는 낮았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동시주의집중 각각의 평균은 뇌성마비군이 두 대조군보다 낮았다(<표 - 5> 참

조) .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기능별 사용빈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F( 2 ,2 7 ) =24 .94 , p <0 .00 1), 집단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소통기능 중 어떤 기능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 air e d t - t es t를 실시한 결과, 행동통제가 사회적 상호작용보

다(t (2 9 ) =8.36 , p <0 .00 1) 그리고 동시주의집중이 사회적 상호작용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t ( 2 9 ) =- 5.4 7, p <0 .00 1).

<표 - 5> 의사소통기능별 사용빈도 평균

집단
의사소통기능

행동통제 사회적 상호작용 동시주의집중

뇌성마비군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인지수준 일치대조군

21.30(SD=11.93)

20.20(SD= 6.25)

23.30(SD=17.35)

1.30(SD=2.16)

3.50(SD=2.99)

1.60(SD=2.3 )

9.30(SD= 8.51)

22.90(SD=14.90)

11.30(SD=14.10)

3 . 인지발달과 의사소통의도 표현빈도와의 상관 비교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뇌성마비군에서는 의사소통의도 표현빈도와 인지발달 점수간에

유의한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R2 =0 .000), 인지수준 일치대조군에서는 의사소통의도 표현

빈도와 인지발달 점수간에 높은 선형관계가 나타났다(R2 =0 .77, p <0 .00 1).

<그림 - 1>은 뇌성마비군과 인지수준 일치대조군의 인지발달점수에 따른 의사소통의도 표현

빈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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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인지발달점수에 따른 의사소통의도 표현빈도

4 . 자음을 포함한 음절 및 다음절 발성 사용 빈도 비교

자음을 포함한 음절의 사용빈도 평균에 있어서, 뇌성마비군의 평균이 두 정상 대조군보다 낮

았다(<표 - 6> 참조) .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2 ,2 7 ) =4 .58, p <0 .0 5). T uk ey 사후검증 결과 뇌성마비군과 생활연령 일치대조군간에, 그리고 생활

연령 일치대조군과 인지수준 일치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MSE=165.25 , 27df,

p <0 .0 5), 뇌성마비군과 인지수준 일치대조군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다음절발성의 사용빈도 평균에 있어서, 뇌성마비군이 두 대조군보다 낮았다(<표 - 6> 참조).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2 ,2 7 ) =5 .96 , p <0 .0 1).

T ukey를 이용한 사후검증 결과 뇌성마비군이 생활연령 일치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

(MSE= 132 .5 1, 27df, p <0 .0 5), 다른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표 - 6> 자음을 동반한 발성 및 다음절발성의 사용빈도 평균

집 단 자음을 동반한 발성 다음절발성

뇌성마비군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인지수준 일치대조군

6.60(SD=6.75)

22.10(SD=19.36)

7.50(SD=8.67)

5.00(SD=5.79)

22.20(SD=17.3 1)

9.70(SD=8.03)

일치대조군



5 . 낱말사용 및 낱말조합 사용빈도의 차이

낱말 및 낱말조합의 사용빈도 평균에 있어서, 뇌성마비군의 평균이 두 대조군보다 낮았다(<

표 - 7> 참조) .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낱말이 낱말조합보다 유의하게 많았고(F( 1 ,2 7 ) =17 .66 ,

p <0 .0 1), 집단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낱말유형×집단 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 2 ,2 7 ) =5 .0 1, p <0 .05). T uk 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낱말사용빈도에 있어서 생활연령 일치

대조군이 뇌성마비군이나 인지수준 일치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MSE= 118 .66, 27df,

p <0 .0 5). 낱말조합은 집단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7> 낱말 및 낱말조합의 사용빈도 평균

집 단 낱 말 단어조합

뇌성마비군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인지수준 일치대조군

3.40(SD=4.99)

18.10(SD=16.4 1)

4.40(SD=7.86)

0 .00(SD=0.00)

3 .30(SD=5.60)

1.10(SD=2.85)

Ⅳ. 논 의

본 연구는 비구어적인 의사소통표현이 구어표현으로 진행되는 시기에 있는 뇌성마비 아동과

정상아동의 의사소통형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의사소통의도 표현의 전체빈도는 뇌성마비군, 생활연령 일치대조군, 인지수준 일치대조군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과 생활연령 일치대조군간의 평균 빈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각 집단내 아동들간의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 같다.

의사소통의도 표현형식 중에서 발성의 사용빈도만 생활연령 일치대조군보다 뇌성마비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발성은 제스추어에 비해 더 복잡하고 숙련된 근육의 운동을 요구하므로, 뇌성마

비 아동의 운동장애가 제스추어에 비해서 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발성 빈도가 낮아졌을 가능

성이 있다. 뇌성마비 아동이 보이는 말산출에 필요한 운동의 문제는 마비말장애이며(Levin , 1999 ;

Ans e l & Kent , 1992 ; Clement & T witch ell, 1959), 뇌성마비 아동의 마비말장애는 호흡, 발성,

공명, 조음에 영향을 미친다(Clement & T witch e ll, 1959).

모든 아동이 의사소통기능 중 행동통제와 동시주의집중을 사회적 상호작용보다 유의하게 많

이 사용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언어전단계에서 두낱말 조합단계에 있는 정상

아동의 의도적인 의사소통을 분석한 Wh eth erby et al.(1988)의 결과와 일치한다. Wh etherby e t

al.( 1988)은 이 단계의 정상아동이 세 가지 의사소통기능(행동통제, 사회적 상호작용, 동시주의집

중) 중 행동통제와 동시주의집중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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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의사소통기능이 빈번하게 나타난 이유로 상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Coggings , Ols wang & Guthr ie (1987)는 상황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빈번히 사용되는 의사소통기

능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요구하기(r eques t)를 더 많이 사용하며,

비구조화된 상황에서는 언급하기(comment)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의도적인 언

급하기는 친근하고 반응을 잘 해주는 어른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의사소통과제 자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상호작용보다 요구하기를 유도하는 경향이 많았

다. 또한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표현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화된 상황을 이용한 점이 행동통제의 표

현을 보다 빈번하게 산출하도록 하였을 수 있다. 어머니나 선생님 등 친근한 인물이 검사 장면에

동석하고 있더라도 주요 상호작용 대상자를 낯선 검사자로 설정한 점 등이 각 의사소통기능별 사용

빈도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의사소통의도 표현의 전체빈도는 뇌성마비군과 인지수준 일치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지발달 수준과 의사도통의도 표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인지수준 일치대조군에서는 인지발달 점수와 의사소통의도 표현빈도간에 높은 선형관

계가 나타났지만, 뇌성마비군에서는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정상아동의 경우 인지

발달수준에 근거하여 아동간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의도 표현빈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나, 뇌성

마비 아동의 경우 인지발달수준만으로 뇌성마비군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도 표현빈도의 모든 변

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결과는 뇌성마비 아동의 의사소통 표현의 빈도가 인

지 수준 이외에 운동장애 등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P in der & Ols wang(1995)은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장애가 의도적인 의사소통 표현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Ols wang & Carp enter (1982)는 운동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물건을

쥐기가 어렵기 때문에 놀이 및 사물을 독립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어렵고, 사물에 대한 노출이 심각

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뇌성마비 아동이 가지는 과민성(hyp ers ens itivity)때문에 아동

들이 물건을 만지고 빠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운동조절의 제한과 사물놀이 기

회의 제한으로 인해, 사물, 사물간의 관계, 사물- 사람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의 발달, 언어전단계의

기능적 의사소통(pr ev erb al fun ct ion al communication)의 발달, 그리고 보다 정교한 의사소통의

발달이 방해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뇌성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및 동반장애로 인한 여러가

지 제한들이 비구어적 의사소통 단계에서 구어적 의사소통 단계에 있는 뇌성마비 아동들의 초기 의

사소통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뇌성마비 아동의 의사소통표현 의도에 대한 평상시 부모 반응유형도 의사소통의도 표현

빈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의사소통 장면에서 의사소통 상대의 반응은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표현유형 및 빈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부모의 경우,

아동이 의사소통의도를 표현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아동이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의도를 표현

하기 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의사소통의도 표현 기회를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음을 동반한 발성 및 다음절발성의 사용빈도는 생활연령 일치대조군보다 뇌성마비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1세의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옹알이(b abbling)를 분석한

Levin(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Har dy(1983 ; Levin , 1999에서 재인용)는 대부분의 아동이 반복



되는 옹알이(can onical b abbling) 사용의 지체를 보이고, 제한된 음소목록을 가지며, 단음절 구조의

발화를 산출한다고 보고하였다. Levin(1999)은 신경- 근의 손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조음기관

을 움직이는 신경- 근의 손상이 음절당 호기량을 정상인에서보다 3 - 4배정도 증가시키며, 이것이 다

음절발화의 부재와 짧은 음절길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낱말 사용빈도는 생활연령 일치대조군보다 뇌성마비군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체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Denh off & Holden(195 1)은 100명의 뇌성

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첫낱말이 평균 27개월경에 나타나며 두, 세낱말 문장은 평균적

으로 37개월경에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그룹에서 정상아동과 비교했을 때의 한낱말의 출현은

거의 1년 정도 지체되고, 문장의 사용은 6개월 정도 지체되었다. Byrn e(1959)도 뇌성마비 아동은

첫낱말이 평균 15개월경에 출현하고, 두낱말 조합이 36개월경에, 세낱말 조합이 78개월경에 출현

하는 등 뇌성마비 아동의 언어는 천천히 발달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BSID- Ⅱ는 어린 아동의 인지·운동 발달

평가에 유익한 도구라고 할 수 있지만 mental s cale 중 일부에 언어적 능력을 요하는 항목이 포함

되어 있어 언어적 능력을 배제한 비언어적 인지기능만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히 피험자

중 월령이 높은 아동의 경우 인지발달 점수에 언어적 능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두 번

째로 ment al s cale의 몇몇 항목이 수행시 아동의 운동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뇌성마비 아동의 경

우 뇌성마비로 인해 나타나는 운동과 자세의 문제때문에 아동이 가지는 인지발달능력이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뇌성마비 아동은 장애의 유형 및 장애정도, 동반장애의 유무에 따라 언어발달에 다양한 차이

를 보일 수 있다. 언어발달은 개인차가 크며(Gle as on , 1997), 부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

다(Yoder & Kais er , 1989 ; Dollagh an e t al., 1999). 그러므로 어린 뇌성마비 아동의 초기 언어발

달장애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기준과 조기진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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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 es t ig at e d th e c omm un ic at iv e b eh av ior s of ch ildr en w ith c er ebr a l p a ls y (CP

ch ildr en ) an d tw o gr oups of n or m ally dev e lop in g ch ildr en - ch ildr en with m at ch in g

chr on olog ica l ag e (CA ch ildr en ) an d ch ildr en w ith m at ch in g m en t a l ab ilit ies (MA

ch ildr en ) . T h e t ot a l fr e qu en cy , for ms (g es tur e , v oc aliza t ion ) , an d fun ct ions (b eh av ior al

r e gulat ion , s oc ial in t e r a ct ion , j oin t a t t en t ion ) of c omm un ic at iv e b eh av ior s w er e

e x amin e d in s tr uc tur e d p lays . In addit ion , th e diffe r en t typ es of v oc aliza t ion (v o ca l-

iza t ion w ith cons on ants , mult is y llab ic v oca lizat ions , w or ds , mult iw or ds ) of CP ch il-

dr en w er e c omp ar e d w ith th e tw o n or m al gr oups . T h er e w er e n o s ign ific an t dif-

fe r en ces in th e t o t al fr e quen cy of c ommun ica t iv e b eh av ior s b e tw e en th e gr oups . In

th e fr e quen cy of v o ca lizat ion , th e CP ch ildr en v o ca lize d s ign ific an t ly les s th an th e

CA ch ildr en . T h e thr e e gr oups of ch ildr en w er e n ot s ignificant ly diffe r ent fr om on e

an oth er in th e fr e quen c ies of g es tur es . T h er e w er e n o s ignificant gr oup diffe r en ces

in th e fun c t ions of c omm un ic at ion . Vo ca lizat ion w ith c ons on an ts , mults y llab ic v o -

c aliza t ion , an d th e fr e qu en cy of w or d us e w er e low er for th e CP ch ildr en wh en c om -

p ar e d w ith CA ch ildr en , b ut th er e w er e n o s ignificant diffe r en ces wh en comp ar e d

w ith th e MA ch ildr en . Alth ough th e CP ch ildr en w er e n ot s ign ifican t ly diffe r en t fr om

th e MA ch ildr en in th e t ot a l fr e quen cy of com mun ic at ion , a r e gr es s ion b e tw e en th e

m ent a l s k ills an d th e com mun ic at iv e b eh av ior s of e a ch gr oup y ie lde d diffe r en t

r es ults . On ly th e MA ch ildr en s h ow e d lin e ar r e lat ion b e tw e en th e tw o as p e cts wh ile

th e CP ch ildr en did n 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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