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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tongue strength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CP)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ongue strength and speech 
production skills at word level in children with CP. Methods: Twenty children with CP par-
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ranged in age from 5 to 15 years. The children were me-
dian-split into two groups (children with higher tongue strength vs. children with lower 
tongue strength) based on maximal tongue strength. The maximal tongue strength was 
obtained using the 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 The speech production skills were 
measured using the 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and the per-
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PCC) of all children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Results: Children with higher tongue strength obtained signifi-
cantly higher PCC than children with lower tongue strength. The maximal tongue strength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CC of all places and manners of articulation (all p< .01). 
Maximal tongue strength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peech production skills in children 
with CP. Conclusion: Children with higher tongue strength had significantly better speech 
production skills than children with lower tongue strength. Tongue strength was an im-
portant factor accounting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speech production skills for children 
with CP. The results indicate that tongue strength may serve as a clinically critical index in 
predicting speech production skills in children with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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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뇌 발달의 미성숙 혹은 손상으로 인

해서 발생되는 운동장애 및 자세장애이다(Workinger, 2005). 말 

산출과 관련된 근육의 마비, 약화, 불협응으로 인해 마비말장애

(dysarthria)가 동반될 경우, 뇌성마비 아동의 말명료도(speech in-

telligibility)가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Ansel & Kent, 1992; 

Caruso & Strand, 1999). 뇌성마비 아동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구어적·비구어적 결함의 양상은 다양하며, 이러한 결함이 말명료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ruso & 

Strand, 1999; Morris & Klein, 1987). Caruso와 Strand (1999)는 뇌

성마비 아동의 말 산출 하부 시스템의 결함이 음질, 음도, 강도와 

같은 발성의 손상, 자음과 모음의 오조음, 과다비성(hypernasality), 

말속도 조절의 문제와 같은 구어적 결함을 야기시킨다고 하였다. 

Morris와 Klein (1987)은 뇌성마비 아동의 구강기능에서 입술 뒤

로 당기기(lip retraction), 턱 내밀기(jaw thrust), 긴장성 깨물기(ton-

ic bite), 혀 뒤로 당기기(tongue retraction), 혀 내밀기(tongue thrust) 

등과 같은 병리적 패턴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구강운동의 정교한 

조절이 어렵고 운동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임상 현장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의 말명료도 향상을 위해서, 구

어적인 접근과 비구어적 구강운동 접근(nonspeech oral motor 

treatment)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Muttiah, Georges, & Bracken-

bury, 2011). 비구어적 구강운동 접근을 뇌성마비 아동에게 실시할 

경우, 정상적인 구어 산출을 촉진하기 위해 구강운동 및 섭식기술 

향상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혀, 턱, 입술의 움직임과 관련된 활동

을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Lee & Kim, 2017; Workinger, 2005). M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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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h 등(2011)이 언어재활전문가와 연구자에게 일대일 인터뷰를 하

여 비구어적 구강운동 접근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진행한 결과, 언

어재활전문가는 비구어적 운동 접근에 대해 말 산출 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임상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지닌 중재

(evidence-based practice)라고 언급하였다. 반면에, 언어병리학 연

구자는 비구어적 구강운동 접근이 말 산출 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비구어적 구강운동 능력과 말 

산출 능력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타당한 연구결과가 좀 더 축적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처럼, 비구어적 구강운동 접근의 

실시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으며, 이러한 

견해 차이는 조음기관의 강도 훈련의 효과, 구강운동과 말 산출 간

의 관련성, 비구어적 구강운동의 단독 훈련을 통한 말 산출 능력의 

개선 여부, 초기 섭식행동과 말 산출 간의 관련성 등의 이슈들과 관

련되어 있다(Watson & Lof, 2008). 즉, 비구어적 구강운동을 지지

하는 입장에서는 임상적 경험의 축적에 근거하여 다양한 장애군에

서 구강운동을 통해서 말 산출 능력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

고 있으며, 비구어적 구강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타당

하고 강력한 중재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중재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Watson & Lof, 2008). 

언어병리학 연구자 사이에서도 비구어적인 구강운동 능력과 말 

산출 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고하고 있다

(Chang, Sim, & Kwon, 2012; Hiiemae & Palmer, 2003; Jeong & 

Sim, 2015; Love, Hagerman, & Taimi, 1980; Steeve, Moore, Green, 

Reilly, & McMurtrey, 2008). Workinger (2005)는 구강운동 능력과 

말 산출 능력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에서 말장애 아동의 구어 

산출을 위해서 비구어 구강운동 능력 습득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Ray (2001)도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에게 혀, 입술, 

턱의 적절한 위치를 바로잡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를 실시

한 결과에서 구강운동 기능과 말명료도가 모두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언급하면서, 비구어 구강운동 훈련이 뇌성마

비 아동의 말명료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선행연구(Jeon & Seo, 2007; Kim, Kim, & Shin, 2008)에서도 호흡

과 구강운동 훈련을 병행했을 때, 취학전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기관 기능, 자음산출 능력, 발성지속시간이 증가함으로써 구

강훈련이 뇌성마비 아동에게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섭식 

능력과 관련해서도 뇌성마비 아동의 비정상적인 구강운동은 말명

료도와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비구어적 구강운동과 말 

산출 간에 관련이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Chang et al., 2012; Jeong 

& Sim, 2015). 반면에, 일부 연구자는 비구어 구강운동 기능이 말 

산출 능력과 관련성이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

재 시 비구어 구강운동 접근의 선택과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iiemae & Palmer, 2003; Steeve et al., 

2008). Bunton (2008)은 비구어 구강운동과 말 산출 시의 뇌 활성

화 양상이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비구어적 구강훈련이 말 산

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Mack-

enzie, Muir, Allen과 Jensen (2014)은 마비말장애 성인의 언어치료

에 비구어 구강운동을 포함시켰을 때 말명료도나 구강기능이 향상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Morris와 Klein (2000)은 뇌성

마비 아동에게 섭식 문제와 말장애가 동반되는 경향이 있지만, 섭

식 문제 자체가 말장애의 발생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비구어 운동기능과 구어 운동의 조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본다(Hiiemae 

& Palmer, 2003; Steeve et al., 2008). 

임상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비구어적 운동기능과 말 산출 능력과

의 관련성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언어

재활전문가는 비구어적 운동기능 중 하나인 혀(tongue)의 운동기

능에 대한 평가와 중재를 실시하고 있다(Darley, Brown, & Aron-

son, 1975; Lee, Sim, & Kim, 2005; Ray, 2001; Van Lierde et al., 2012). 

정확한 말소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혀가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면

서 정확한 조음위치에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간 구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Robin, Goel, Somodi, & Luschei, 1992). 

즉, 혀는 말 산출을 위한 주요한 조음기(articulator) 역할을 담당하

는 것이다. Mackenzie, Muir와 Allen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임상 

현장에서 언어재활전문가의 약 81%가 구강훈련을 실시하고 있으

며, 특히 혀와 입술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서도 Lee 등(2005)이 임상현장에서 마비말장애 성인의 혀 강도

와 운동범위(range of motion, ROM)를 평가하여 일반 성인보다 혀 

근육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Choi와 Sim (2013)은 

마비말장애 성인의 혀 강도와 말명료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마

비말장애 성인의 조음중증도가 심할수록 혀 강도가 낮아지는 경

향을 확인하였다. Lee 등(2005)이 마비말장애 유무에 따른 성인의 

혀 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마비말장애 성인의 혀 강도가 일반 

성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Murdoch, Attard, Ozanne와 

Stokes (1995)는 말장애를 동반한 아동과 일반아동 간에 혀 강도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내며, 혀 강도가 아동의 말 문제를 예측하는 기

능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마비말장애인

의 혀 강도가 정교한 혀의 움직임이 요구되는 말 산출 능력과 관련

이 있으며, 말장애군의 말 문제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평가지표

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구어적 구강운동 능력과 말 산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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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련성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에서

는 혀와 입술과 같은 구강운동 능력을 촉진하는 것이 말명료도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며 다양한 원인의 말장애 아

동과 성인에게 비구어적 운동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Mackenzie et 

al., 2010). 비구어 운동 능력과 말 산출 능력과의 관련성을 탐색하

는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장애 유무, 장애 유형, 연령 등이 다양

하여, 대상자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장애와 구강운동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와 말 산출 능력 간의 관련성을 탐색

하여, 뇌성마비 아동의 평가와 재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언

어재활전문가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혀 강도가 뇌성마비 아동의 말 산출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서, 뇌성마비 아동의 집단을 혀 강도에 따라 구분

하여 집단 간의 자음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정확도 간의 관

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질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혀 강도로 구분한 집단(고, 저)에 따른 조음위치 및 조음방

법에서의 자음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에 따른 자

음정확도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는 자음정확도를 예측하는 유의

한 변수인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만 5세부터 15세 사이의 뇌성마비 아동(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의학적으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

았으며, (2) 운동발달 및 구강기능 결함을 제외하고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없으며, (3) 실험과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언어 및 인

지 능력을 지닌 경우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

별은 남아 11명, 여아 9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40.3개월(SD=29.7)

이었다. 대상자의 뇌성마비 유형은 경직형(spastic type) 19명, 혼합

형(mixed type) 1명이었다. Lee, Koo, Jang, Park과 Sung (2006)은 

뇌성마비 아동 중에서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이 전체 뇌성마비 아

동 중에서 약 87%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높은 경직

형 뇌성마비 아동의 분포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뇌성마비 아동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상자의 말 산출 하부시스템의 차이

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만을 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대상자 중에서 혼합형 1명의 사례도 경직형과 운동이상형이 혼

합된 경우로 경직형 뇌성마비가 더 우세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그

리고 대상자 중에서 공명상에 문제를 보인 아동이 1명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분절적 차원의 자음정확도에는 영향이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데이터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혀 강도에 따른 말 산출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앙치 반분법으로 뇌성마비 아동을 혀 강도가 높은 고집

단(10명)과 혀 강도가 낮은 저집단(10명)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

의 혀 강도를 살펴보면, 고집단의 평균 혀 강도는 19.8 kPa (SD=15.5), 

저집단의 평균 혀 강도는 6.0 kPa (SD=2.3)이었다. 두 집단의 성별

을 살펴보면, 고집단은 남아 6명, 여아 4명, 저집단은 남아 5명, 여아 

5명이었다. 평균 생활연령에서는 고집단은 143.6개월(SD =23.7), 

저집단은 129.6개월(SD=32.8)이었다. 뇌성마비 유형을 살펴보면, 

고집단에서는 경직형이 9명, 혼합형이 1명, 저집단에서는 경직형이 

10명이었다. 대상자의 뇌성마비 중증도를 살펴본 결과, 고집단에는 

경도 6명, 중등도 2명, 심도 2명, 저집단에는 경도 5명, 중등도 1명, 

심도 4명이 분포되어 있었다. 대상자의 중복장애 유무에 대해서 살

펴본 결과, 총 7명의 아동이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를 진

단받았으며, 이들은 고집단에 3명, 저집단에 4명 분포되어 있었다. 

집단 간 통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

과 카이제곱(chi-squar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활연령(t(18)= .379, 

p>.05), 성별(χ2(1)= .192, p>.05), 뇌성마비 유형(χ2(1)= .291, p>.05), 

뇌성마비 중증도(χ2(2)=4.667, p>.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두 집단의 성별, 생활연령, 뇌성마비 유형, 뇌성마비 중증

도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High group (N= 10) Low group (N= 10)

Tongue strength (kPa) 19.8± 15.5 (9-54) 6.0± 2.3 (1-8)
Sex
   Male 6   5
   Female 4   5
Age (mo) 143.6± 23.7 (61-174) 129.6± 32.8 (102-188)
Type of CP
   Spastic 9 10
   Mixed 1   0
Severity of CP
   Mild 6   5
   Moderate 2   1
   Severe 2   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nge).
CP= cerebral 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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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최대 혀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 (IOPI; IOPI Medical LLC, Carna-

tion, WA, USA)를 사용하였으며,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에 자음정

확도 산출을 위해서 아동용 발음평가(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 Kim, Pae, & Park, 2007)를 

사용하였다. 

IOPI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최대 혀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IOPI

를 사용하였다. IOPI에는 압력 센서 회로(pressure-sensing circuit-

ry), 피크 홀드 기능(peak-hold function), 타이머(timer)가 내부 장

치로 탑재되어 있으며, 공기가 들어 있는 작은 PVC 벌브(길이 3.5 

cm, 반경 1.2 cm)에 가해지는 압력과 압력 유지 시간을 LCD (light-

emitting diode) 창에 수치로 표시되도록 개발되었다. IOPI는 혀 강

도(tongue strength), 혀 지구력(tongue endurance), 입술 강도(lip 

strength)를 쉽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치이며, 혀

와 입술 강도는 킬로파스칼(kPa)로, 혀 지구력은 초(second) 단위

의 측정치로 제공한다. IOPI는 언어병리와 작업치료 분야에서 연

구와 임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혀 강도 및 지구력, 입술 강도

에 대한 데이터를 신뢰롭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dams, 

Mathisen, Baines, Lazarus, & Callister, 2013; Choi & Sim, 2013; 

Clark & Solomon, 2012; Song, 2014; Vitorino, 2010). IOPI를 이용

한 혀 강도는 혀의 상하 및 좌우 움직임을 요구하지 않고 혀에 위치

한 벌브를 약 2-3초 동안 단순히 누르는 행위만으로 측정된다. 이러

한 혀 강도 측정의 원리로 인해서, 혀의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적이

고 비정상적인 구강반사를 동반하기도 하는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도 혀 강도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아동용 발음평가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자음정확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AP-

AC (Kim et al., 2007)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2-6세 아동을 대상

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단어 수준에서의 아동 발음을 또래 

아동과 비교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규준을 제공하고 있다. APAC

는 우리말 자음을 다양한 음운환경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1-4음절

의 친숙한 단어(3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음소를 어두초성

(word-initial syllable-initial), 어중초성(word-medial syllable-ini-

tial), 어중종성(word-medial syllable-final), 어말종성(word-final 

syllable-final)의 네 가지 단어 내 위치에서 자음을 검사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소재의 아동병원의 기관장과 언어

치료사에게 유선으로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서 

뇌성마비 아동을 섭외하였다. 이때,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연구 절

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병원 내 조용한 언어치료실에서 개별 아동

에게 자음정확도를 평가하고 혀 강도를 측정하였다. 

혀 강도 측정

아동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IOPI에 연결된 

공기가 주입된 작은 벌브를 아동의 경구개와 혀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대상 아동은 자세보조 의자에 앉아 머리, 체간, 골반이 정

렬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벌브(bulb)를 2-3초 동안 혀

에 최대한 힘을 주어서 위쪽으로 누르도록 하였다. 최대 혀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2연구자가 실험 전에 대상 아동에게 

혀로 벌브를 세게 누르라는 구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혀로 세게 

누를수록 기기의 수치가 변화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리고 IOPI의 지침서에 따라 일주일에 최소 1번씩 IOPI의 교정(cali-

bration)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로운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대상자

의 혀 강도를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때, 혀 피로도를 고려하여 매 

측정 후에는 30초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었다(Potter & Short, 2009).

자음정확도 평가 

APAC 단어검사에서 평가자는 대상 아동이 혀 강도 측정 시와 

동일하게 자세보조 의자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아동이 편안한 자세에서 단어를 말할 수 있도록 그림의 위치

와 각도를 대상자에 맞추어서 조절하였다. 그리고 평가자는 아동

과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그림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당되는 단어 

이름을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때, 대상 아동의 발화는 디지털 레

코더(EDIROL R-05HR, Roland Inc., Osaka, Japan)와 단일 지향성 

마이크(Shure MX183-X, Shure Inc., Washington, DC, USA)를 사

용하여 녹음하였다. 단어 전사는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제1연구자가 조용한 장소에서 헤드폰(SONY MDR-ZX770AP, 

SONY Corp., Tokyo, Japan)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혀 강도는 IOPI의 LCD 창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신뢰로운 혀 강도 측정을 위해서 총 3회에 걸쳐 측정된 수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분석하였다(Robin, Somodi, & Luschei, 1991). 

자음정확도는 대상 아동의 반응이 목표음소와 일치한 경우 1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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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 경우 0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아동이 정확하게 발음한 음소

의 개수를 전체 음소(70개), 조음위치(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

구개음, 성문음), 조음방법(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에 따

른 목표음소 수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하여 0-100%로 산출하였다. 

신뢰도

자음정확도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산

출하기 위해서, 연구자 외에 언어재활사 1급자격증 소지자 1명을 제

2평가자로 참여시켰다. 연구자는 전체 자료의 20%에 해당하는 자

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2평가자에게 녹음자료를 듣고 개별적

으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연구자와 제2평가자가 채점한 결과를 비

교하여 평가자 간에 채점이 일치하는지 일치도(agreement)로 신뢰

도를 확인한 결과, 평가자 간 신뢰도는 98.1%로 나타났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는 혀 강도에 따른 뇌성마비 아동의 집단 간에 조음

위치 및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해서, Kolmogorov-Smirnov 검정으로 정규성 검정(nor-

mality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집단의 일부 조음위치와 조

음방법의 자음정확도가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혀 강도에 따른 집단 간 자음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와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정확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스피어만 등위상관분석(Spearman 

rank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아동의 혀 강도가 자음정

확도를 예측하는 변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simple re-

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Sta-

tistics version 23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에 따른 자음정확도

대상 아동의 혀 강도에 따른 집단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서의 

자음정확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집단 간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정확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음위치와 조음

방법에서 고집단의 자음정확도가 저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

(all p< .05) (Figure 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음위치에서는 양순음

Table 2.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 according to the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for children with higher tongue strength and children 
with lower tongue strength

High group (N= 10) Low group (N= 10)

Place of articulation
   Bilabial 93.75 (62.50-100.00) 18.75 (.00-82.29)
   Alveolar 93.55 (54.84-100.00) 17.74 (.00-86.29)
   Palatal 100.00 (62.51-100.00) 25.00 (.00-83.33)
   Velar 100.00 (64.99-100.00) 33.33 (.00-83.33)
   Glottal 100.00 (87.50-100.00) 25.00 (.00-100.00)
Manner of articulation
   Plosive 94.65 (68.75-100.00) 28.75 (.00-91.08)
   Fricative 75.00 (50.00-100.00) 5.00 (.00-60.00)
   Affricate 100.00 (62.51-100.00) 25.00 (.00-83.33)
   Nasal 97.37 (63.16-100.00) 18.42 (.00-78.95)
   Liquid 100.00 (53.57-100.00) 21.43 (.00-10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Figure 1.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PCC) according to the tongue strength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 PCC according to the group and place of ar-
ticulation. (B) PCC according to the group and manner of arti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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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0.500, p< .01), 치조음(U=20.000, p< .05), 경구개음(U=19.000, 

p< .05), 연구개음(U=16.500, p< .01), 성문음(U=23.500, p< .05), 조음

방법에서는 파열음(U=20.500, p< .05), 마찰음(U=18.500, p< .05), 파

찰음(U=20.500, p< .05), 비음(U=15.500, p< .01), 유음(U=20.500, 

p< .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와 자음정확도 간의 관계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와 자음정확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서 스피어만 등위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Spearman’s 

rho의 범위가 .549-.680으로, 혀 강도와 10개의 조음위치 및 조음방

법에서의 자음정확도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ll p< .01) (Table 3). 즉,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가 높을수록 모

든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에서 자음정확도가 유의하게 증가되는 양

상을 보였다. 그리고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와 자음정확도는 유

의한 상관을 보여서(r= .651, p< .01), 혀 강도가 높을수록 자음정확

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igure 2). 혀 강도가 자음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혀 강도

(β= .448, p< .05)가 뇌성마비 아동의 자음정확도를 약 20.1% (수정

계수에 의하면 15.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8) =4.525, 

p< .05, R2 = .201). 

논의 및 결론

말장애인의 비구어 구강운동 기능과 말 산출 능력 간의 관련성

에 대해서 연구자 간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언어

재활전문가들은 뇌성마비 아동의 정확한 말 산출 능력 평가를 위

해서 비구어 구강운동 기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말명료도 개선을 위해서 비구어 구강운동 접근을 구어 접근과 함

께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와 말 산

출 능력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임상 현장에서 시행되는 비구어 

구강운동 접근의 선택과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혀 강도를 기준으로 뇌성마비 아동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음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혀 강도가 높은 집단의 자음

정확도가 모든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서 혀 강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마비말장애 성인의 혀 강도와 

말 산출 능력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Choi & Sim, 2013; 

Lee et al.,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Choi와 Sim (2013)이 말명료도

에 따라 마비말장애 성인을 경도, 중등도, 고도로 집단을 구분하고 

일반 성인과의 혀 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말명료도 수준이 중

등도와 고도인 마비말장애 성인의 혀 강도가 일반 성인과 경도인 

마비말장애 성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 Theodoros, Murdoch

와 Strokes (1995)가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후 마비

말장애가 온 성인의 혀 기능을 일반 성인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후

천성 마비말장애인의 혀 기능이 정상 성인에 비해서 저하되어 있었

다. 마비말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 발달적 구어 실행증

(developmental verbal apraxia) 아동을 대상으로 혀 강도를 측정한 

Murdoch 등(1995)의 연구에서도 일반 아동에 비해서 발달적 구어 

실행증 아동의 혀 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말장애 원인과 연령에 무관하게 말장애군에서는 혀 

기능의 약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말장애인의 혀 기능의 저하가 말 

산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와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

정확도 간의 상관계수 범위가 .549-.680에 해당되어 중등도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여서(Rosner, 2000),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가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aximal tongue strength and PCC according to the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N= 20) 

Place of articulation Manner of articulation

PCC for  
bilabial

PCC for  
alveolar

PCC for  
palatal

PCC for  
velar

PCC for  
glottal

PCC for  
plosive

PCC for  
fricative

PCC for  
affricate

PCC for  
nasal

PCC for  
liquid

Tongue strength .680** .565** .624** .607** .576** .607** .632** .624** .598** .549**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p < .01.

Figure 2. Scatterplot of the tongue strength and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PCC)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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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수록 자음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성마

비 아동의 근육 수축 작용, 신경근 접합부(neuromuscular junc-

tions) 및 운동뉴런(motor neuron) 등의 결함으로 인한 혀 기능의 

저하가 말 산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Luschei, 1991).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

구(Choi & Sim, 2013; Lee et al., 2005; Murdoch et al., 1995; Theod-

oros et al., 1995)와 함께 정상적인 말 산출을 위해서 구강감각운동

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 운동 통제모델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Sim, 2001).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 외에도 씹

기 기능과 말 산출 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고한 선행연구

(Chang et al., 2012; Jeong & Sim, 2015; Kim, Ahn, & Kwon, 2008)에

서도 일관되게 뇌성마비 아동의 비구어 구강운동 기능이 말 산출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Chang 등(2012)은 경직형 뇌

성마비 아동의 정상적인 씹기 점수가 말명료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여서,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비구어 구강운동 훈련이 말명료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Jeong과 Sim (2015)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씹기 능력을 경도, 중등도, 심도로 구분하

여 말명료도를 비교한 결과, 씹기 능력이 심도인 뇌성마비 아동의 

말명료도가 경도, 중등도인 뇌성마비 아동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

았다. 그리고 Kim과 Ahn 등(2008)의 연구에서도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섭식과 관련된 입술, 혀, 턱 운동 능력과 조음정확도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뇌성마비 아동의 혀뿐

만 아니라 입술, 턱의 움직임과 관련된 비구어 구강운동 능력의 결

함이 정상적인 말 산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말 산출 이전 과정에서부터 습득하게 되는 입술, 혀, 턱의 

운동과정이 정상적으로 확장되고 발달되지 않으면, 말 산출을 위

한 기초적인 기술 습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

다(MacNeilage, 1998). 

뇌성마비 아동의 비구어 구강운동과 말 산출 능력과의 관련성

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재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뇌성마비 아

동을 대상으로 비구어 구강운동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중재 연구

(Jeon & Seo, 2007; Kim, Kim, et al., 2008; Kim & Paek, 2017; Ray, 

2001)에서 말 산출 능력까지 향상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Kim과 

Paek (2017)은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에게 구강운동을 실시한 결과, 

중재 전에 비해 조음기관의 기능, 모음정확도, 자음정확도가 향상

된 결과를 제시하면서, 뇌성마비 아동의 말 산출 능력 향상을 위해

서 개별화된 비구어 구강운동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Ray (2001)는 비구어 구강운동을 통해 

구강기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 및 섭식기능까지 변화하

였으므로, 구강근육의 훈련을 통해 말 산출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

다고 보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중재 효과 보고는 뇌성마비 아동(Jeon 

& Seo, 2007; Kim, Kim, et al., 2008; Kim & Paek, 2017; Ray, 2001)

뿐만 아니라 마비말장애 성인(Ray, 2002), 치아 문제로 발음 오류가 

있는 성인(Ray, 2003)에게도 일관되게 보고되어, 임상현장에서 말 

산출 능력 향상을 위한 비구어 구강운동 접근법 실시에 대한 근거

를 제공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장애군에서 비구어 구강운동 훈련

의 효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구어 구강운동 접근법

을 말장애를 지닌 광범위한 장애군에 적용하여 말 산출 능력의 개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혀 강도가 뇌성마비 아동의 말 산출에 미치는 영

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자음정확도를 조음위치와 조

음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집단비교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혀 강도에 따라 구분한 뇌성마비 아동 집단 간 자음정확도가 

모든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뇌성

마비 아동의 혀 강도가 모든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서의 자음정

확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혀의 운동 기능과 직

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양순음의 자음정확도가 혀 강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음 산출 과정을 살펴보면, 자음은 발동, 발성 과

정을 거친 기류가 구강에서 조음 과정을 거쳐 산출되며, 이때, 기류

가 구강 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방해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산출

되는 자음이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자음은 혀의 정교하고 미묘한 

움직임의 차이로 다른 말소리로 산출되기 때문에, 뇌성마비 아동

의 혀의 기능 저하가 특정 위치와 방법에서의 자음 산출에만 영향

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혀의 기능의 약화로 혀를 정

교하게 좌우, 상하로 적절한 운동범위로 움직일 수 없다면, 다양한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으로 자음을 산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Lee et al., 2005). 또한, 정확한 자음 산출에는 혀뿐만 아니라, 입술

과 혀의 협응, 턱의 조절 능력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조음 기관의 

구강운동 상호 영향을 받아서 혀의 강도와 양순음에서의 자음정

확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Green, Moore, 

& Reilly, 2002). 그리고 단어 내 양순파열음은 단독 말소리의 형태

가 아니라 모음과 결합된 상태에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모음 산

출에 필요한 혀의 움직임이 함께 작용하여 혀가 양순음의 산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Kim & Paek, 2017).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회귀분석 결과에서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가 자음정확도를 약 20.1% 설명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혀 강도와 말 산출 능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Bunton, 2008; 

Neel & Palmer, 2012)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Neel과 Palmer (2012)

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인 말 산출 능력을 지닌 건강한 성인의 혀 



https://doi.org/10.12963/csd.185581024    http://www.e-csd.org

Youngmee Lee, et al.  •  The Effects of Tongue Strength on Speech Production Skills 

강도는 읽기과제에서의 조음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말 산출에 필

요한 혀 강도가 최대 혀 강도의 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Bunton 

& Weismer, 1994),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Neel과 Palmer 

(2012)의 연구에서는 혀 강도가 조음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했

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음중증도가 다양한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혀 강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혀 근육의 약화로 

인한 미세한 혀 강도의 차이가 자음정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보인다. 즉, 뇌성마비 아동의 말 산출 능력은 혀 근육을 정교하게 

움직이고 적절하게 힘을 유지하는 비구어 운동 능력에 영향을 받

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혀 강도가 뇌성마비 아동의 말 산출 능력을 예

측하는 역할을 하는 평가 지표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의 척도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Adams et al., 2013; Murdoch et al., 1995; Ray, 

2001). 이러한 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뇌성마비 아동의 정확한 말 

산출 능력의 평가와 전반적인 치료 접근법 결정을 위해서 혀 강도 

평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혀 기능을 

측정하는 IOPI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언어재

활사의 행동관찰적 방법과 함께 뇌성마비 아동의 진단과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적고, 주로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유형

의 뇌성마비 아동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다. 또한, 뇌성마비 아동의 발화를 정조음과 오조음의 이분법적인 

채점방식으로 자음정확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뇌성마

비 아동의 말 특성에 근거하여 혀 강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말 산출에 관여될 수 있는 다

양한 비구어 운동 능력 중에서 혀 강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

에, 입술, 혀, 턱 등의 비구어 구강운동 기능들이 상호 간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면서 말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뇌성마비 아동

을 대상자로 포함시키며, 뇌성마비 유형에 따라 다양한 비구어 운

동 기능들이 말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

고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오류 유형에 따른 비구어 운동 능력을 탐

색하여, 분절적 차원의 조음오류 형태와 비구어 운동 능력 간의 관

련성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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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혀 강도가 뇌성마비 아동의 말 산출에 미치는 영향

이영미1(교수, 제1저자)·정필연2(학생)·성지은2(교수)·심현섭2(교수, 교신저자)

1동명대학교 언어치료학과, 2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혀 강도가 뇌성마비 아동의 자음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뇌성마비 아동의 말 평가와 재활 

계획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검사 당시 연령이 5-15세인 뇌성마비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의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정확도는 아동용 발음평가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혀 강도는 Iowa Oral Perfor-

mance Instrument (IOPI)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혀 강도를 기준으로 뇌성마비 아동을 중앙치 반분법에 따라 고집단(10명)과 

저집단(10명)으로 나누어서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서 고집단의 자음정확도가 저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혀 강도,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에서의 자음정확도 간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549-

.680이었으며(all p< .01),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는 단어 수준에서의 자음정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p< .05). 논

의 및 결론: 혀 강도가 높은 뇌성마비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자음을 산출할 수 있었으며, 뇌성마비 아동의 혀 강도는 

말 산출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였다. 

핵심어: 뇌성마비, 아동, 혀 강도, 자음정확도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No. 10036461, 발성 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내장형 명령어 인식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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