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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ubgroups distribution of children with cere-
bral palsy (CP) by using Speech, Language Profile Group (SLPG), and examine discriminant 
factors that differentiate subgroups. Methods: Eighty-seven children aged 4-16 years with 
CP participated in the study (spastic 67, dyskinetic 4, ataxic 3, mixed 13). Data was collected 
from a speech production task (sustained vowel /a/, Assessment of Articulation and Pho-
nology for Children, sentence repetition), language test (receptive vocabulary), and PIQ 
test (K-WISC-III, K-WIPPSI). Independent variables were maximum phonation time (MPT), 
intensity, speech rate, intelligibility, receptive vocabulary score, and cognition ability. For 
the analysis, children with CP were classified into six speech language profile groups; NSMI-
LCT (no clinical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
ties), NSMI-LCI (no clinical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SMI-LCT (speech motor impair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SMI-LCI (speech motor impair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ANAR-LCT (anarthria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and ANAR-LCI (an-
arthria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Results: Descriptive study showed that 
of all children with CP, the proportion of NSMI-LCT was 11.5%, NSMI-LCI was 8.0%, SMI-LCT 
was 12.6%, SMI-LCI was 19.5%, ANAR-LCT was 11.5%, and ANAR-LCI was 36.8%. Very strong 
relationships were noted between SLPG and CFCS, and moderate relationships were noted 
between SLPG and GMFCS.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speech intelligibility variable accounted for 85.1%, the speech rate variable was 9.7%, and 
the language variable was 5.2%.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SLPG classifica-
tion system helps us to stratify the subgroups for understanding speech, language features 
in children with CP. 

Keywords: Cerebral palsy, Speech, Language Profile Group (SLPG), Communication Func-
tion Classification System (CFCS), Intelligibility, Rate, Receptive vocabulary

뇌성마비 아동은 말, 언어 및 의사소통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한다(Hustad, Gorton, & Lee, 2010; Hustad, Oakes, McFadd, 

& Allison, 2016). 말 산출의 측면에서 보면 호흡, 발성, 조음, 말속도 

및 말명료도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뇌성마비 아동의 호흡능력은 일반 아동의 수준에 비해 저

하되어 있고, 최대발성 지속시간(maximum phonation time, MPT)

도 일반 아동 보다 짧은 양상을 보인다(Jeong, Kim, Sim, & Park, 

2011; Kim & Lee, 2018; Kim et al., 1998; Lee & Kang, 2013; Wit, 

Maassen, Gabreëls, & Thoonen, 1993). 발성의 측면에서 보면 음성 

강도가 약하며(Jeong & Sim, 2020a; Workinger, 2005), 음성 크기

가 60 dB 이하(Kim et al., 1998; Lee & Yoo, 2008; Lee & Kang, 

2013)이기 때문에 일반적 대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음성강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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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약하다(Jeong & Sim, 2017). 이렇게 음성 강도가 낮아지는 이

유는 성대긴장도 조절이나 성문하압의 적절한 생성과 배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Kim & Kim, 2013; Work-

inger, 2005). 뇌성마비 아동의 낮은 음성 강도는 말명료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력성(asthenic voice) 척도와 높은 상관이 있

다고 밝혀졌다(Jeong & Sim, 2017). 뇌성마비 아동은 조음 산출에

서도 어려움을 보이는데, 조음위치상 치조음과 성문음의 산출이, 

조음방법상 마찰음과 유음의 산출이 어려우며, 생략이나 대치 오

류가 빈번하게 나타난다(Irwin, 1972; Nam, 2012; Platt, Andrews, 

Young, & Quinn, 1980; Working & Kent, 1991). 뇌성마비 아동의 

전체 말속도(Jeong & Sim, 2020b; Kim & Lee, 2018)와 조음속도

(Jeong & Sim, 2020b; Jeong, Sim, Jeong, & Yim, 2016) 모두 느린데 

이는 근육 및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발화 속도 자체가 느리고, 호흡

이 짧아 쉼의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Hustad et al., 2010). 뇌성

마비 아동의 평가 및 중재에 있어서 말명료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

로 경미한 수준부터 대부분의 발화를 알아듣기 힘든 수준까지 중

증도가 다양하다. 임상에서 뇌성마비의 중재 목표를 선정할 경우 

신경생리학적 결함을 동반하는 장애군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소리 

산출보다는 말명료도 증진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들이 말명료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

하다(Allison & Hustad, 2018). 말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구강운동능력(Choi & Sim, 2013; Jeong & Sim, 2015), 발성능력

(Jeong & Sim, 2017), 말속도(Jeong et al., 2016; Jeong & Sim, 2020b) 

등 다양하지만, 조음정확도를 가장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보고 있

다(Ansel & Kent, 1992; Lee, Hustad, & Weismer, 2014; Schölderle, 

Staiger, Lampe, Strecker, & Ziegler, 2016). 

뇌성마비 아동은 말 산출뿐만 아니라 언어능력에서도 어려움을 

동반한다. 예들 들면, 수용 언어능력이나 어휘력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이는데(Cockerill et al., 2013; Pennington, 1999; 

Pennington & McConachie, 2001), 신체적인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해 생애 초기 탐색과 체험을 통한 언어습득의 기회가 적고(Gey-

tenbeek, Heim, Knol, Vermeulen, & Oostrom, 2015), 모방능력도 

결여되기 때문이다(Workinger, 2005). 평균발화길이, 어휘다양도, 

어휘력뿐만 아니라(Hustad, Kristen, Emily, & Katherine, 2014; 

Park & Kang, 2012) 문장이해능력도 지체되어 있으며(Hustad et 

al., 2014; Sigurdardottir & Vik, 2011) 지적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수

용 및 표현언어능력에서 결함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

다(Pirila et al., 2007). 뇌성마비 아동의 말, 언어문제를 분포비율로 

살펴보면 약 50% 정도에서 말운동장애를 보이고(Nordberg, Mini-

scalco, & Lohmander, 2014), 언어나 인지적 결함이 동반되는 경우

도 50% 정도가 되며(Himmelmann, Lindh, & Hidecker, 2013; Sig-

urdardottir & Vik, 2011), 약 76%에서는 말장애, 언어장애와 함께 

의사소통장애도 동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Hustad et al., 201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성마비 아동은 말, 언어발달에서 다양

한 어려움을 보이지만, 다른 장애군과는 달리 자세 및 운동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재활의학 분야에서는 일차적으로 운동능력 중심

의 분류체계를 적용해 오고 있다. 뇌성마비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

체계에는 대근육기능 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

tion System, GMFCS; Beckung & Hagberg, 2002)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GMFCS와 말산출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발성능

력과 상관은 있으나 조음능력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어

(Nordberg et al., 2014), GMFCS의 분류에 기초해서 중재 목표를 

수립하기에는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

활의학 분야에서는 운동장애의 생리학적 유형에 따라 경직형, 불

수의 운동형, 실조형 분류도 사용하고 있다. 생리학적 유형 간에는 

말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Jeong & Sim, 2020a; Nam, 

2011; Nam & Kwon, 2009; Nam, Ahn, & Jung, 2009; Park et al., 

2010; Workinger, 2005), 특성들이 중첩(overlap)되어 있어 유형 간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Hustad et al., 2010; 

Workinger & Kent, 1991). 즉 호흡, 발성, 운율 측면에서는 큰 차이

가 없고(Love, 2000; Workinger, 2005, Workinger & Kent, 1991), 

조음 측면에서 차이가 보고되기도 하지만 조음오류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Nam & Kwon 2009; Jun, 1995; Workinger 

& Kent, 1991) 유형 간 말산출 특성을 명백하게 분리하기도 어렵다. 

이렇듯 운동능력 중심의 분류체계로는 뇌성마비 아동의 말이나 언

어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언어재활에

서 중재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뇌성마비 아동의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말, 언어능

력을 고려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뇌성마비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활

발히 진행되었다(Bax, Goldstein, Rosenbaum, Leviton, & Paneth, 

2005; Hustad et al., 2010; Hustad et al., 2016; Rosenbaum, Paneth, 

Leviton, Goldstein, & Bax, 2007). Bax 등(2005)은 새로운 분류체

계에는 뇌성마비의 결함이나 중증도 수준에 대한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description)할 수 있어야 하고, 재활에 따른 변화 양상이 예측

(prediction)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분류한 뇌성마비의 

유형을 비교(comparison)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

한 평가(evaluation of change)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운동 중심의 분류체계에서는 말과 언어능력에 관한 

설명이나 이를 통한 비교, 예측 및 변화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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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더 잘 이

해하고, 적절히 중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분류체계에서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Bax et al., 2005; Rosenbaum et al., 2007).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시도로써 말-언어 프로파일 그룹(Speech-

Language Profile Group, SLPG)과 의사소통 기능 분류체계(Com-

munication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CFCS)가 있다. SLPG

는 뇌성마비 아동의 말, 언어능력에 따른 분류체계로(Hustad et al., 

2010; Hustad et al., 2016), Hustad 등(2010)은 4세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말산출 능력의 결함 유무와 언어/인지능력의 결함 유무에 

따라 NSMI (no clinical speech motor involvement), SMI-LCT 

(speech motor impair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

tive abilities), SMI-LCI (speech motor impair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ve abilities), ANAR (anarthria) 등 4가지 하위그

룹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말속도와 모음공간의 요인이 SLPG 분류

체계를 가장 잘 판별해 줄 수 있는 요인이며, 그다음으로 언어능력

과 말명료도가 주요 판별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Hustad et al., 

2010). 그러나 Hustad 등(2010)의 연구에서는 만 4세 아동만을 대

상으로 하였고, 말문제를 동반하지 않는 그룹(NSMI)과 무발화 그

룹(ANAR)인 경우에 언어문제의 유무(LCI vs LCT)에 따른 분류

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전체 하위그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6개의 하위그룹, 즉 SMI 그룹을 포함

하여 NSMI-LCT, NSMI-LCI, ANAR-LCT, ANAR-LCI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그 분포 양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다른 분류 체계인 CFCS는 뇌성마비인이 화자와 청자로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지 알아보는 분류체계이다. 선행연구

(Park, Kim, & Chae, 2014)에서는 생활연령 평균 8.12세의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뇌성마비의 생리학적 유형과 마비 부위

에 따른 분포비율만을 분석하였고, CFCS와 다른 말, 언어능력 분

류체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CFCS 분류체계를 적용해 보면

서 동시에 말, 언어능력 분류체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뇌성마비의 분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뇌성마비의 분류체계에서는 대근육 기능

의 정도, 근육결함 부위, 생리학적 유형 등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

으나 이러한 운동기능 중심의 분류체계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의 

말, 언어능력과 관련된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

째, 뇌성마비 아동마다 기저의 신경학적, 신체적인 손상의 정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말, 언어문제의 특성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나

타나는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Hustad et al., 2010) 이러한 차이

를 계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Allison & Hutad, 

2018), 이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분류체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시도되고 있지만 국내

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고, 임상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

다. 말, 언어 결함에 따른 분류를 통해 역학적 분포(epidemiological 

perspective)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뇌성마비 아동에서 관찰되는 

말, 언어 결함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SLPG 하위그룹별 분포가 어떠한 지 살펴보고, SLPG 

분류체계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CFCS, GMFCS 분류체계 간에 

상관은 어떠한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SLPG 분류체계를 가

장 잘 판별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뇌성

마비 아동의 중재 목표 설정에 필요한 임상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경기도 및 경상도 지역에 있는 생활연령 평균 

9.25세(표준편차=4.15, 범위=4-16세)의 뇌성마비 아동 87명이 참

여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은 선행연구(Hustad et al., 2010)와 

같이 뇌성마비로 진단받고, 청력이 정상 범주라고 보고한 아동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모두 재활병원, 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에서 특수교육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며, 성별로는 

남아 53명(60.92%), 여아 34명(39.08%)이 참여하였다. 뇌성마비 유

형별로는 경직형 67명(77.01%), 불수의운동형은 4명(4.6%), 실조형 

3명(3.45%), 혼합형 13명(14.94%)이 참여하였다.

실험절차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IRB No: 142-11), 법정 대리인 부모용 동의서와 읽기 및 쓰기가 가

능한 참여 아동에 한해 연구대상자용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실험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학령전기 아

동 1명과 학령기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한 후 본 실

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의 검사 소요시간은 30분-1시간 20분이었

으며 검사횟수는 1회에 모든 검사를 완료한 아동이 84명이고, 피로

감이나 다음 일정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한 아동은 3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 가운데 보행이 가능한 아동은 연구자와 대각

선으로 책상에 앉아서 진행하였고, 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

로 이동한 다음 연구자와 나란히 앉거나 대각선으로 앉아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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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모든 실험은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는 각 기관의 조용한 장

소에서 실시하였고,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가정집에서 실시한 경우

에도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시작에 앞서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한 후 검사를 실시하

였다. 연구과제의 평가는 말, 언어, 인지능력 평가 순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말산출 능력 과제의 수집은 마이크가 내장된 디지털녹음기

(ICD-UX512F, SONY)를 사용하였고, 아동의 입과 녹음기 간 거리

는 10 cm 거리를 두고 녹음하였다. 말산출 능력의 평가 과제는 MPT, 

아동용 발음평가 검사(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 Kim, Pae, & Park, 2007), 문장 따라말하기 순

으로 실시하였다. MPT는 호흡능력의 평가를 위해 선행연구(Jeong 

et al., 2011; Lee & Yoo, 2008; Park, Park, & Kim, 2004)와 동일하게 

모음 ‘아’를 3회 연장 발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이 모방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준 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최대한 길게 발성

하도록 지시하였다. 자음정확도 및 말명료도 평가를 위해 APAC 

(Kim et al., 2007)의 37개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림을 보여주고 단

어 이름을 말하도록 하였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거나 틀리게 말하

는 경우에는 5초간 기다린 후에 연구자를 따라말하도록 하였다. 말

속도(speaking rate)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장 샘플

인 운반구(예: 베개가 저기 있다, 구두가 저기 있다)를 사용하였으

며(Han, Sung, Sim, & Lee, 2013), 녹음한 소리를 듣고 따라말하도

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 가운데에도 읽기가 불가능

한 아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따라말하기를 통해 말속도를 측정

하였다.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는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가운데 수용어휘력 검사를 사

용하였다(Kim, Hong, Kim, Jang, & Lee, 2009). REVT 검사는 생

활연령 2-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어휘발달수준을 평가하는 표준화

된 검사로 4개의 그림 가운데 지시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 가리

키기를 통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아동이 다수 참여하였으므로 만약 손으로 가리키는 

운동기능이 제한된 경우라면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숫자

판을 보고 해당하는 숫자에 눈을 맞추도록 하거나, 연구자가 그림

을 가리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가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거

나 ‘예’라고 대답하고, 틀리면 고개를 가로젓거나 ‘아니오’라고 말하

도록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보완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생활연령 만 4;0세부터 6;11세 아동은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

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Park, Kwak, & Park, 1996)의 동

작성 지능검사를 사용하였다. 생활연령 만 7;0세부터 16;11세 아동 

및 청소년은 K-WISC-III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 Kwak, Park, & Kim, 2001)의 동작성 지능검사를 실

시하였다. 

SLPG 하위그룹 분류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SLPG에 따른 하위그룹 분류를 위해 선행연구(Hustad et al., 2010)

에서 제안한 말, 언어 결함 유무에 따른 분류체계를 적용하되, 4개

의 하위그룹으로 분류한 선행연구(Hustad et al., 2010; Hustad et 

al., 2016)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확장하여 6개 하위그룹으

로 분류하였다. SLPG 하위그룹에 대한 설명은 Table 1에 제시하였

다. 하위그룹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은 말문제가 없는 경우 

NSMI (no clinical speech motor involvement), 말문제가 있는 경우 

SMI (speech motor impairment), 연령에 적합한 주의력과 언어적 

반응(구어, 비구어적 수단)을 보이는 경우 LCT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주의력과 언어적 반응이 연령에 적

합하지 않는 경우 LCI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기

능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경우 ANAR (anarthria) 그

룹으로 할당하였다. 

SLPG 하위그룹 할당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전체 자료의 약 

10%에 해당하는 자료의 일치 비율로 개인 내 신뢰도와 개인 간 신

Table 1. Description of Speech-Langue Profile Group

Subgroup Description

NSMI-LCT No evidence of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based on clinical assessment. 
NSMI-LCI No evidence of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based on clinical assessment.
SMI-LCT Evidence of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based on clinical assessment.
SMI-LCI Evidence of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based on clinical assessment.
ANAR-LCT Unable to produce functional speech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based on clinical assessment. 
ANAR-LCI Unable to produce functional speech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based on clinical assessment. 

NSMI-LCT= no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NSMI-LCI= no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
ities; SMI-LCT= speech motor impair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SMI-LCI= speech motor impair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ANAR-LCT= anarthria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ANAR-LCI= anarthria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https://doi.org/10.12963/csd.21810 https://www.e-csd.org    451

뇌성마비 아동의 SLPG 하위그룹 분포  •  정필연 외

뢰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선행연구(Hustad et al., 2016)와 

같이 2명의 뇌성마비 전문 언어재활사가 실시하였다. 평가자 내 신

뢰도는 100%였으며 평가자 간 신뢰도는 90%였다. 평가자 간 일치하

지 않는 경우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한 후 하위그룹에 할당하였다.

기능적 분류체계에 대한 평정은 CFCS와 GMFCS를 사용하였다. 

CFCS 평가는 뇌성마비 아동의 부모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CFCS

는 총 5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준 I은 친숙하거나 친숙

하지 않은 의사소통 상대자와 효과적으로 청자와 화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고, 수준 II는 친숙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대화상

대자와 느리지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수준을 반영한다. 수

준 III은 친숙한 대화상대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수준이

고, 수준 IV는 친숙한 대화상대자와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일관성 

있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친숙한 상대자와는 효과적으로 의

사소통 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수준 V는 친숙한 대화상대자와의 

의사소통도 어려우며 청자와 화자의 역할에 모두 제한이 있는 경

우로 분류하였다(Hidecker et al., 2011; Mei, Reilly, Reddihough, 

Mensah, & Morgan, 2014; Park, Kim, & Chae, 2014). 

GMFCS에 대한 정보는 의료차트를 통해 수집하였고, 의료차트

를 통한 수집이 불가한 경우 연구자가 분류하였으며, 재활의학과 

전공의를 통해 확인 후 기록하였다. GMFCS는 총 5단계로 이루어

져 있으며 수준 I은 아무런 제한 없이 보행이 가능한 단계, 수준 II

는 제한은 있지만 걸을 수 있는 단계, 수준 III은 체간의 지지 없이 

보행 보조도구 등을 사용해 걸을 수 있는 단계, 수준 IV는 제한은 

있지만 휠체어와 같은 다른 이동 수단을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단계, 수준 V는 이동성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단계로 분류하였다.

자료분석

뇌성마비 아동의 말, 언어 및 인지능력에 대한 자료분석은 다음

과 같이 실시하였다. MPT는 모음 ‘아’ 3회 반복 측정값 중에서 최대

수행시간을 산출능력으로 분석하였다(Jeong et al., 2011; Lee & 

Yoo, 2008; Park et al., 2004; Sawashima, 1966). MPT 분석은 Praat 

(version 6.0.30)의 음향 파형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지

정하여 몇 초 간 발성이 유지되었는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

하였다. 음성 강도 또한 Praat (version 6.0.30) 프로그램에서 결과값

을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말속도의 측정은 선행연구(Hustad et al., 

2010)와 같이 전체 말속도(overall speaking rate)로 측정하였다. 즉 

파형의 시작점부터 끝 지점까지 총 발화시간을 측정하고, 음절 간 

쉼(pause)을 분석에 포함하여 전체 말속도를 측정하였다. 총 발화

시간을 측정한 후 전체 발화 음절 수로 나누어 초당 말속도(syllable 

per second, SPS)를 측정하였다.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평가를 위해 APAC (Kim et al., 2007)의 

37개 단어를 사용하였다. 자음정확도는 전체 음소에서 정확하게 

말한 음소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말명료도 평정을 위한 APAC 음

성 파일은 총 68개였으며 2개의 세트(34×2)로 구성하였다. 음성 

파일은 Praa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낱말 간 4초의 휴지기간을 두

고 편집하였고, 순서효과와 학습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화자의 말

명료도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 순서를 역균형화(counterbalancing)

하였고, 편집한 단어는 무선화하여 배열하였다(Lee, Sung, Sim, 

Han, & Song, 2012). 말명료도 평정을 위해 청력과 말, 언어능력에 

문제가 없는 대졸 이상 학력의 정상 성인 10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의 생활연령 평균은 35.12세(SD=4.52)로 뇌성마비 아동의 발화나 

APAC 검사 단어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

다. 말명료도 평정 자료는 평가자들이 알아듣기 편안한 음성 크기

로 제시하였다. 평가자들은 녹음된 말소리를 듣고 먼저 들리는 대

로 적고, 그 옆에는 들은 소리의 목표단어를 기록하며 마지막으로 

명료하게 들리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

다면 0점, 매우 명료하면 6점으로 하여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

다(Park et al., 2010). 전체 말명료도 평정치는 정확하게 목표단어를 

알아들은 정답 문항에 대한 말명료도 평정치만을 사용하여 산출

하였다. 즉 말명료도의 산출 방법은 정답 문항의 명료도 평정 점수

의 합/(정답 문항 개수×6)×100으로 하여 산출하였다(Park et al., 

2010). 

언어능력에 대한 측정은 REVT 수용어휘력 평가의 원점수를 종

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인지능력 평가는 K-WPPSI와 K-WISC-III

의 동작성 지능검사의 환산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통계처리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류체계 간 분포

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SLPG, CFCS, GMFCS

에 따른 분포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

류체계별(SLPG, CFCS, GMFCS) 상관성분석은 Kendal의 tau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SLPG 하위그룹을 가장 잘 판별해 줄 수 있

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단계적 판별분석(stepwise discrim-

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SLPG 하위그룹별 분포 및 CFCS, GMFCS 간 상관분석

SLPG 하위그룹에 따라 분포비율을 알아본 결과, NSMI-LC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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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0/87)이었고, NSMI-LCI는 8.0% (7/87), SMI-LCT는 12.6% 

(11/87), SMI-LCI는 19.5% (17/87), ANAR-LCT는 11.5% (10/87), 

ANAR-LCI는 36.8% (32/87)를 나타내었다. SLPG 하위그룹별 분포

비율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포비율은 ANAR-LCI가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SMI-LCI, SMI-LCT, ANAR-LCT, NMSI-LCT, NS-

MI-LCI 순으로 나타났다. 

SLPG 하위그룹별로 CFCS와 GMFCS와의 분포비율을 알아보

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FCS I에서 

NSMI-LCT 그룹의 비율이 50% (5/10), CFCS V에서 ANAR-LCI 그

룹의 비율이 84.0% (2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FCS II

에서 SMI-LCI는 25% (7/28), CFCS III에서 SMI-LCI는 41.7% (5/12), 

CFCS IV에서 ANAR-LCI는 41.7% (5/12)를 나타내어 각 하위그룹

별로 다소 분산된 분포를 보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LPG와 

CFCS 간에는 .875의 상관을 보였다(p< .001). 

SLPG와 GMFCS 분포를 보면 GMFCS IV에서 ANAR-LCT의 

비율이 50% (2/4), CFCS V에서 ANAR-LCI가 50% (28/56)의 비율

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GMFCS I, II, III에서는 SLPG 하위그룹과의 

분포가 비일관적이고, 더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LPG

와 GMFCS 간에 상관은 .548로 나타났다(p< .001).

SLPG 하위그룹 판별요인분석

SLPG 하위그룹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변인을 검정하기 위해 

말(MPT, 음성 강도, 말속도, 말명료도), 언어(수용어휘력), 인지능력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SLPG 그룹을 종속변수로 하여 판별분석

을 실시하였다. SLPG 하위그룹의 특성을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

수를 도출하고,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Willks

Table 2. Distribution of Speech-Langue Profile Group

NSMI-LCT NSMI-LCI SMI-LCT SMI-LCI ANAR-LCT ANAR-LCI Total

10 (11.5) 7 (8.0) 11 (12.6) 17 (19.5) 10 (11.5) 32 (36.8) 87 (100)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rticipants (percentage).
NSMI-LCT= no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NSMI-LCI= no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
ities; SMI-LCT= speech motor impair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SMI-LCI= speech motor impair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ANAR-LCT= anarthria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ANAR-LCI= anarthria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Table 3. Results of cross-tabulation analysis among the CFCS, GMFCS and SLPG

SLPG
CFCS

Level I Level II Level III Level IV Level V Total 

NSMI-LCT 5 (50.0) 5 (21.3) 0 (0) 0 (0) 0 (0) 10 (11.5)
NSMI-LCI 2 (20.0) 5 (17.9) 0 (0) 0 (0) 0 (0) 7 (8.0)
SMI-LCT 2 (20.0) 6 (21.4) 1 (8.3) 0 (0) 2 (8.0) 11 (12.6)
SMI-LCI 1 (10.0) 7 (25.00) 5 (41.7) 3 (25.0) 1 (4.0) 17 (19.5)
ANAR-LCT 0 (0) 4 (14.3) 2 (16.7) 4 (33.3) 0 (0) 10 (11.5)
ANAR-LCI 0 (0) 2 (7.1) 4 (33.3) 5 (41.7) 21 (84.0) 32 (36.8)
Total 10 (11.5) 28 (32.2) 12 (13.8) 12 (13.8) 25 (28.7) 87 (100)

SLPG
GMFCS

Level I Level II Level III Level IV Level V Total 

NSMI-LCT 1 (33.3) 4 (23.5) 2 (28.6) 1 (25.0) 2 (3.6) 10 (11.5)
NSMI-LCI 1 (33.3) 3 (17.6) 3 (42.9) 0 (0) 0 (0) 7 (8.0)
SMI-LCT 1 (33.3) 2 (11.8) 0 (0) 1 (25.0) 7 (12.5) 11 (12.6)
SMI-LCI 0 (0) 5 (29.4) 1 (14.3) 0 (0) 11 (19.6) 17 (19.5)
ANAR-LCT 0 (0) 0 (0) 0 (0) 2 (50.0) 8 (14.0) 10 (11.5)
ANAR-LCI 0 (0) 3 (17.6) 1 (14.3) 0 (0) 28 (50.0) 32 (40.2)
Total 3 (3.4) 17 (19.5) 7 (8.0) 4 (4.6) 56 (64.4) 87 (100)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rticipants (percentage).
CFCS= communication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SLPG= speech language profile group; GMFCS=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NSMI-LCT= no speech mo-
tor involve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NSMI-LCI= no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SMI-LCT= speech 
motor impair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SMI-LCI= speech motor impair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ANAR-LCT= anarthria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ANAR-LCI= anarthria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https://doi.org/10.12963/csd.21810 https://www.e-csd.org    453

뇌성마비 아동의 SLPG 하위그룹 분포  •  정필연 외

의 람다가 최소가 되도록 단계적 판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음성 강도와 

MPT, 인지능력을 제외한 3개의 독립변수인 말명료도, 말속도, 언

어(수용어휘력) 순으로 판별식에 투입되었으며 Wilks의 람다로 유

의수준을 확인한 결과, 3개의 판별함수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p< .001). 첫 번째 판별함수는 말명료도로 설명분산의 비율은 

85.1% (고유값=3.817, 정준상관= .890)이고, 두 번째 판별함수는 

말속도로 설명분산의 비율은 9.7% (고유값= .435, 정준상관= .551)

였다. 세 번째 판별함수는 언어능력(수용어휘력)으로 5.2% (고유

값= .235, 정준상관= .436)의 설명분산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첫 번째 판별함수와 집단 간 상관은 .89이고 공유분산의 비율은 

79.2%였으며 두 번째 판별함수와 집단 간 상관은 .551이고 공유분

산의 비율은 30.4%, 세 번째 판별함수와 집단 간 상관은 .436, 공유

분산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따라서 SLPG 그룹을 판별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말명료도였으며 그다음으로 말속

도와 언어능력(수용어휘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SLPG 하위그룹이 어느 정도 정확도로 분류되는지 분석한 결과,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NSMI-LCT는 70% (7/10), NSMI-LCI는 

100% (7/7), SMI-LCT는 72.7% (8/11), SMI-LCI는 53.8% (7/13), AN-

AR-LCT는 88.9% (8/9), ANAR-LCI는 100% (5/5)의 정확도를 나타

내었다. 전체 분류 정확도는 76.36% (42/55)로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의 판별함수가 우연에 의해 분류될 확률인 50%에 비해 26.36% 

더 정확하게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활연령 4-16세의 뇌성마비 아동 87명을 대상으

로 하여 SLPG 하위그룹별 분포비율을 파악하고, 기능적 분류체계

에 해당하는 SLPG, CFCS, GMFCS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SLPG 분류체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판별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SLPG 하위그룹별 분포 비교 및 CFCS, GMFCS 간 

상관분석

SLPG 분류체계에 따른 분포비율을 살펴본 결과, NSMI-LCT 그

룹은 11.5%, NSMI-LCI는 8.0%, SMI-LCT는 12.6%, SMI-LCI는 

19.5%, ANAR-LCT는 11.5%, ANAR-LCI는 36.8%를 나타내었다. 

하위그룹별 분포비율은 ANAR-LCI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MI-LCI, SMI-LCT 순이었고, 그다음으로 ANAR-LCT와 NSMI-

LCT는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며, NSMI-LCI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말-언어문제가 없는 뇌성마비 아동부터 전혀 발화

를 할 수 없는 아동까지 그 분포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는 것을 

반영한다(Smith & Hustad, 2015). 

분포비율을 요약해 보면 말과 언어문제를 동반하는 그룹(AN-

AR-LCI, SMI-LCI, 56.3%)의 비율이 가장 높고, 말문제만 있는 그

룹(SMI-LCT, ANAR-LCT, 24.1%)도 다음으로 높으나 말문제가 없

는 그룹(NSMI-LCT, NSMI-LCI, 19.5%)이나 언어문제만 있는 그룹

(NSMI-LCI, 8%), 말과 언어문제를 동반하지 않은 그룹(NSMI-LCT, 

11.5%)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연구들

을 통해 뇌성마비 아동이 말과 언어능력에 어려움을 보이고, 이러

한 문제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와 같다(Bax, Ty-

deman, & Flodmark, 2006; Himmelmann et al., 2013; Hustad et 

al., 2010, 2014, 2015; Nordberg et al., 2014; Sigurdardottir & Vik, 

2011). 대단위 연구를 통해 유럽의 뇌성마비 아동 약 60%가 의사소

Table 4. Results of discriminant function based on the SLPG

Independent variable Input Wilk’s Lambda (p) η2
Correlation between discriminant function and independent variable 

1 2 3

Intelligibility 1 .417 (.000) .583 .849 -.059 -.524
Rate 2 .365 (.000) .636 .370 .041 -.175
Language (receptive vocabulary) 3 .308 (.000) .692 .295 -.987 .141
Intensity .086 .075 .103 .086
MPT .327 .124 .206 .327
Cognition .098 .037 .133 .098
Eigenvalue 3.817 .435 .235
Explanation variance 85.1 9.7 5.2
RC (Rc²) .890 (.792) .551 (.304) .436 (.190)
Wilk’s Lambda (p) .117 (.000) .564 (.000) .810 (.015)

SLPG= Speech-Language Profile Group, MPT= Maximum Phon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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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문제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경우(Bax et al., 2006)나 미국 2세 뇌

성마비 아동(Hustad et al., 2014) 약 85%에서 말과 언어문제가 함

께 나타낸다고 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뇌성마비 아동의 50% 

이상이 말장애 및 언어장애를 동반한다는 선행연구(Himmelmann 

et al., 2013; Hustad, et al., 2010, 2016; Nordberg et al., 2014; Sigur-

dardottir & Vik,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포

비율을 고려할 때 뇌성마비 아동의 중재에서 말문제 우선 접근이 

아니라 말과 언어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Hustad et al., 2010)와는 달리 6개의 하

위그룹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즉 NSMI와 ANAR 그룹에서 

언어문제 유무에 따라 LCT 와 LCI의 분포비율도 확인하였다. 결과

를 보면 말문제가 없는 그룹에서는 언어문제도 없는(NSMI-LCT, 

11.5%>NSMI-LCI 8.0%) 비율이 더 높았다. 즉 말문제 없이 언어문

제만 보이는 뇌성마비 아동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는 반대로 ANAR에서는 언어문제도 같이 동반하는 그룹(AN-

AR-LCI, 36.8%>ANAR-LCT 11.5%)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증의 마비말장애를 동반하는 무발화 뇌성마비 아동에

서 수용어휘에 더 제약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Mei et al., 2016). 

또한 뇌성마비의 말문제가 언어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Geytenbeek et al., 2015), 뇌성마비 아동의 말과 언어문제는 독립

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간에 결합되어 내적인 관련성이 있다

고도 제기하고 있다(Smith & Goffman, 2004). 이는 뇌성마비가 추

체로계 및 추체외로계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군이기 때

문에, 말산출뿐만 아니라 언어발달과 관련된 운동신경 경로에도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양측 운동신

경로 결함과 관련 있기 때문에 손상 범위가 넓고, 중증도에도 심각

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ANAR-LCT 그룹은 말산출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수행을 

보이지만 언어능력은 보존되어 있는 집단으로 본 연구에서 약 11.5%

에 해당하는 뇌성마비 아동이 여기에 속하였다. Smith와 Hustad 

(2015)는 특히 표현언어에 제약이 심할 때 보완대체의사소통(Aug-

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을 통한 중재를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고, 이때 이해언어능력이 의사소통에서 중요

하게 기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NAR-LCT 그룹은 기능적인 발

화가 없어 표현언어에서 심한 제약이 있지만 이해능력은 보존된 그

룹으로 특히 주요한 AAC 사용자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

므로 이 그룹을 대상으로 AAC 중재효과나 활용 어휘, 문해력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SLPG와 다른 분류체계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SLPG와 CFCS 간에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SLPG와 CFCS 간에는 .825 (Hustad et al., 2016), .874 

(Choi, Park, Choi, Goh, & Park, 2018)의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SLPG는 뇌성마비 아동의 말, 언어 결함 유무에 따라 그룹 지어졌으

며 CFCS는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분류체계이다. 이러한 

결과는 말, 언어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영

한다(Choi et al., 2018; Hustad et al., 2016; Pennington 1999; 2014a; 

2014b). 이렇게 높은 상관을 보인 이유를 분포 양상에서 찾아보면, 

CFCS 수준 I과 NSMI-LCT, CFCS 수준 V와 ANAR-LCI에서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말-언어장애가 없는 경우에

는 다양한 대화상대자와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비율

이 높지만, 말-언어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심도(severe)의 뇌성마

비 아동인 경우에는 친숙한 대화상대자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제한

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CFCS 수준 II, III, IV일 때는 SLPG의 여러 하위그룹으로 

분산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LPG에서는 말-언어장애의 중

증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일한 SMI 그룹 내에서도 말문제의 중증도는 다양했

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말-언어문제가 동반되는 경우에 말

산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해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 예를 들면 AAC를 사용하여 말문제를 보완하면서 의사소통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수준의 분포가 분산된 것으로 사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Kristoffersson, Sandberg, & Holck, 

2020)에서도 실제로 AAC를 더 잘 활용할 때 CFCS 수준에서 더 효

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비율이 높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고

한 경우에는 AAC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

다. 또한 말산출에 제한이 있다 해도 수용언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보존되어 있다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 간 분산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CFCS와 의사소통 방법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Kristoffers-

son et al., 2020)에 따르면 CFCS 수준 I과 II에서는 의사소통 수단

이 구어(speech)이지만, 수준 III 이하로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에서 

제약이 있는 경우에 소리, 눈 응시, 얼굴 표정, 제스처, 가리키기 등

을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때 수용언어능력이나 어휘

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의사소통에서는 표현이 필요하지

만 잘 듣고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CFCS는 부모평정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뇌성마비 아동의 부

모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익숙한 맥락 내에서 친

숙한 대화주제로 의사소통 하게 되므로 말-언어능력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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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분류체계인 GMFCS와 SLPG 간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Choi et al., 2018)에서도 SLPG와 GMFCS 간에는 .485의 상

관을 제시하는데, CFCS와의 관계에 비하면 그 상관 정도가 상대적

으로 낮다. 이러한 결과는 SLPG와 CFCS가 말, 언어 및 의사소통능

력이 반영된 것이라면(Choi et al., 2018), GMFCS는 대근육운동기

능 중심 분류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능

력은 소근육운동기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근육운동기능

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보는 선행연구(Kim, Carlson, Curby, & Win-

ders, 2016)와, GMFCS와 말산출능력 간의 상관성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Nordberg et al., 2014) 지지한다.

하지만 GMFCS와 SLPG 간에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인 이유를 

분포비율에서 찾아보면 GMFCS 수준 IV와 V에서 ANAR-LCT, 

ANAR-LCI 그룹과 일치하는 비율이 50% 정도였고, 다른 하위그룹

에서는 여러 수준으로 분산되어 나타난다. Mei 등(2016) 역시 GM-

FCS IV, V수준에서는 언어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데 반해 

GMFCS III은 언어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ANAR-LCI 그룹의 경우에 GMFCS V단계에서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GMFCS V는 이동성에 심각한 제한

이 있어서 독립 이동이 어려운 단계이고, 체간과 머리의 조절에도 

제한이 있는 단계이다(Palisano et al., 1997). 따라서 하지와 상지 모

두 운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므로 말과 언어능력에도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심도의 운동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 일차

적으로 말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언어발달에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운동기능의 저하로 인해 환경탐색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극을 처리하고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수술과 같은 의료적 처치가 반복되는 경우

에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언어학습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념형성이나 어휘발달에도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Workinger,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SLPG와 CFCS 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에 GMFCS와 SLPG 간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여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근육운동 분류

체계에 따라 뇌성마비 수준을 판별하던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벗어

나 말, 언어나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새로운 분류체계를 추가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Choi et al., 2018).

SLPG 판별요인 분석

SLPG 하위그룹을 가장 잘 판별해 줄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한 결

과, 말명료도가 첫 번째 판별함수로 나타났다. 선행연구(Hustad et 

al., 2010)에서는 세 번째 판별함수에 해당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판별함수로 SLPG 하위그룹을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많

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 SLPG 하위그룹을 분류할 때 말문제 유무에 따라서 

1차적 할당을 하였기 때문이다(Hustad et al., 2010). 둘째, 본 연구

에서는 말산출 능력 가운데에 말명료도에서 SLPG 하위그룹 간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였는데, Appendix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후

분석을 통한 통계적 검정결과에서도 SLPG 모든 하위그룹에서 말

명료도는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고유값 또한 다른 판

별함수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고유값이 크다는 것은 집

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 좋은 판별함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선

행연구에서는 말명료도 평정 시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알아들은 비율(%)을 통해 측정하였다. 말명

료도 평정 시 Likert 척도에 비해 비율 척도가 더 신뢰롭게 말명료

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말명료도 평정 척도의 

차이가 하위그룹 간 차이를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판별함수에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SLPG 하위그룹 별 판별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말명

료도가 제1 판별함수로 도출되었다는 것은 뇌성마비를 대상으로 

임상에 적용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말명

료도는 마비말장애의 중재에 있어 일차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말명료도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들을 음질(Jeong & 

Sim, 2016), 말속도 및 쉼(Jeong & Sim, 2020b)과 같은 초분절적 요

소나 씹기 능력(Jeong & Sim, 2015) 등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

에서는 분절적 요소(Ansel & Kent, 1992; Lee et al., 2014; Schölder-

le et al., 2016)를 통해 평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뇌성마비 아동의 중

재 시 분절적 차원에서 말명료도의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LPG 하위그룹을 구분하는 두 번째 판별함수는 말속도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Hustad et al., 2010)에서 말속도는 첫 번째 판별함

수에 해당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말속도가 SLPG 하위그룹의 주요

한 판별함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이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SLPG 하위그룹을 분류할 때 말문제에 따라 

우선 그룹을 할당을 하였기 때문에 말속도 또한 주요한 판별함수

에 해당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달리 두 

번째 판별함수에 해당되는 이유로 Appendix 1의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말명료도는 4개 그룹에서 차이를 나타낸데 비

해 말속도에서는 2개 그룹 간, MPT와 음성강도는 1개 그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가 두 번째 판별함수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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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말속도는 말산출 하부체계를 통합하는 전반적인 지표이면서

(Hustad et al., 2010; Yorkston, Beukelman, Strand, & Bell, 1999), 

마비말장애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하는데 일반 아동과 구분 짓는 

주요한 예측변수이다(Allison & Hustad, 2018; Jeong & Sim, 2020b; 

Redford,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SLPG 하위그룹에서 주요한 

판별함수로 말속도가 도출된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말속도가 하위그룹 판별에 두 번째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시

사하는 바는 앞서 언급한 말명료도와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최근

에 Jeong과 Sim (2020b)의 연구에서는 쉼(pause)의 요소들은 말명

료도와 상관이 없지만, 말속도는 말명료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

를 보고하였다. 또한 말속도가 빠른 경우에 말명료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말명료도 향상을 위해서는 발화 과정에서 말

산출의 속도와 조음의 정확도가 향상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판별함수는 언어능력(수용어휘력)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SLPG 하위그룹을 할당할 때 말문제 다음으로 언어문제

에 따라 할당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Hus-

tad et al., 2010). 선행연구(Hustad et al., 2010)에서는 언어능력이 두 

번째 판별함수로 그룹을 구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선행연구와는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 과제가 달랐기 때문에 판

별함수의 순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선

행연구에서는 의미와 구문 요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용언어능력

으로 평가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어휘력으로 측정한 결과이

다. 그러나, 주요한 판별함수에 포함되는 것은 선행연구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을 보면 말산출 관련 요인들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고, 임상

에서도 호흡, 발성, 조음, 말속도, 구강운동 등 말산출을 중심으로 

평가 및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언어는 일상의 

활동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Mei et 

al., 2016), 학습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Workinger, 

2005). 뇌성마비 아동이 보이는 언어문제의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대략 36-74%에서 언어적 결함이 보고된다(Pirila et al., 2007). Mei 

등(2016)에 의하면 4-6세 뇌성마비 아동 8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언어문제를 보이는 비율이 61%이고, 그 가운데 어휘력에서의 

결함도 70%가 해당된다고 하였다. Vaillant 등(2020)은 언어이해와 

관련된 요소들을 ICF 모델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는데, 활동과 참여 

차원에서 상징놀이나 언어활동이 관련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휘력

은 의사소통, 언어능력 향상, 학업 수행력 등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어휘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Park & Kang, 

2012). 어휘력의 강점은 문장을 이루는 요소로써도 기능하지만 

AAC 사용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뇌

성마비 아동 가운데에도 무발화이지만 언어능력이 보존되어 있는 

ANAR-LCT 그룹인 경우에는 심도의 말문제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적(aided), 비도구적(unaided) AAC를 활용하

여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말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에 관한 다면적 평가는 뇌성마비 아동의 중재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성마비 아동 가운데에도 언

어문제의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나 중재 역

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요소로 보여 진다. 

SLPG 하위그룹의 판별요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

서는 말명료도, 말속도, 언어능력(수용어휘력) 순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Hustad et al., 2010)에서는 말속도, 언어능력, 말명료도 순

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판별함수의 순서가 다른 것은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참여하였고, 언어능력에 대한 평

가도구가 달랐으며 SLPG 하위그룹에서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판별함수의 기여 정도가 상이하더라도 말명료도와 

말속도, 언어능력은 두 연구 모두에서 주요한 판별요인으로 고려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뇌성마비 아동의 평가 및 중재 시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분류체계가 기여하는 점은 뇌성마비 아동의 특성이나 기능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중재 정보를 제

공하고,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 줌으로써 이에 따른 중재 목표를 선

정하고, 중재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뇌성

마비 아동의 말-언어 결함을 고려한 SLPG 분류체계를 적용해 보고, 

하위그룹별 분포비율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분류체계와의 관련

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말명료도와 말속도 및 수용어휘력이 SLPG 

하위그룹을 분류하는 주요한 판별함수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2001년 이후 새롭게 도입된 ICF 모델에 근거해 구조와 기능뿐

만 아니라 활동 및 참여 수준까지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의라 할 수 있다. 또한 뇌성마비 중재를 위해서 말, 언어 및 의사소

통능력의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요구

되는데(Mei et al., 2016), SLPG 하위그룹별 분석은 말, 언어능력에 

따른 그룹 간 차이를 계층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기존의 운동능력 

중심 분류체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뇌성마비 아동의 언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수용어휘력 검

사만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만 4세부터 16세까지의 뇌성마비 

아동이 참여하였으므로 만 13세 이상인 경우 수용언어능력을 평

가할 수 있는 국내 평가도구가 제한적이어서 수용어휘력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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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에게 공통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언어능력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봄으로써 

연령 단위를 구분하여 SLPG 분류체계의 판별요인을 찾아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SMI 그룹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의 

말, 언어능력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중증

도를 고려하여 8개 이상의 그룹으로 세분화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셋째, 말속도 측정을 위해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사

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 음절이나 단어 수준으로 발화 단위를 다

양하게 설계한다면 다양한 중증도의 아동이 포함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뇌성마비의 기능적 분류체계 가

운데 하나인 소근육기능 분류체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

서 작업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와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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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Post hoc analysis of speech intelligibility, speech rate, MPT, intensity, receptive vocabulary by SLPG subgroup

SLPG Subgroup Intelligibility Rate MPT Intensity Vocabulary

NSMI-LCT NSMI-LCI ***
SMI-LCT *** ***
SMI-LCI *** *** ***
ANAR-LCT *** *** *** ***
ANAR-LCI *** *** *** *** ***

NSMI-LCI SMI-LCT *** ***
SMI-LCI ***
ANAR-LCT *** *** ***
ANAR-LCI *** *** ***

SMI-LCT SMI-LCI ***
ANAR-LCT ***
ANAR-LCI *** ***

SMI-LCI ANAR-LCT *** ***
ANAR-LCI ***

ANAR-LCT ANAR-LCI ***

NSMI-LCT= no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NSMI-LCI= no speech motor involve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
ities; SMI-LCT= speech motor impairment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SMI-LCI= speech motor impairment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ANAR-LCT= anarthria and age appropriate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ANAR-LCI= anarthria and impaired language, cognition abilitie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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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Speech Language Profile Group (SLPG) 분류체계에 따른 뇌성마비 아동의 하위그룹 분포 및 판별요인 분석

정필연1·심현섭2

1이화여자대학교 아동발달센터, 2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Speech Language Profile Group (SLPG) 하위그룹별 뇌성마비 아동의 분포를 알아보고, 이러한 분류체계를 

가장 잘 판별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는 4-16세 뇌성마비 아동 87명(경직형 67명, 불수의 운

동형 4명, 실조형 3명, 혼합형 13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과제는 말능력(모음연장발성, 아동용 발음평가, 문장 따라말하기), 언어능력(수

용어휘력 검사), 인지능력(동작성 지능검사) 검사였고, 이 과제를 통해 최대발성 지속시간, 음성강도, 말명료도, 말속도, 수용어휘력 및 

인지능력을 측정하였다. 기능적 분류를 위해 CFCS와 GMFCS 평정을 실시하였다. SLPG 하위그룹은 말장애 유무, 언어문제 유무에 따

라 말과 언어문제가 없는 NSMI-LCT, 말문제는 없지만 언어문제가 있는 NSMI-LCI, 말문제가 있지만 언어문제는 없는 SMI-LCT, 말과 

언어문제가 있는 SMI-LCI, 무발화이지만 언어문제는 없는 ANAR-LCT, 무발화이면서 언어문제가 있는 ANAR-LCI 등 6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SLPG 하위그룹별 분포비율은 NSMI-LCT는 11.5%, NSMI-LCI 8.0%, SMI-LCT 12.6%, SMI-LCI 

19.5%, ANAR-LCI 11.5%, ANAR-LCI 36.8%를 나타내었다. SLPG와 CFCS 간에는 .875, SLPG와 GMFCS 간에는 .548의 상관을 나타

내었다. 둘째, SLPG 하위그룹을 가장 잘 판별하는 함수는 말명료도, 말속도, 수용어휘력 순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SLPG 하위그

룹별 분석을 통해 말, 언어능력에 따른 그룹 간 분포비율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운동능력 중심의 분류체계를 상호보완할 수 있는 말, 언

어 및 의사소통능력에 근거한 분류체계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핵심어: 뇌성마비, SLPG 분류체계, CFCS, 말명료도, 말속도, 수용어휘력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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