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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이 필 상*
<요약>
뇌성마비 아동은 대뇌의 손상으로 인해 보행, 말하기, 삼키기 등의 광범위한 어려움
을 가진다. 특히 구어적 측면에서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은 호흡문제와 구어를 산출하
는 조음기관 근육운동의 마비나 과긴장으로 비정상적 음성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향
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은 총 30회 동안 진행하였으며,
사전검사 3회, 중재 중에는 중재 6회를 1단위로 중재 중 평가를 4회 실시하였으며, 사
후검사를 3회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은 조음능력
중 최대 연장발성시간,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및 음절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
의 조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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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의사소통에는 정상적이고도 보편적인 구어가 필요한데, 정상 발성ㆍ발화음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교한 근육들의 협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은 태
어남과 동시에 울음을 시작으로 자신의 의사표현과 함께 발성ㆍ발화에 관계되는
근육들을 조절하고 협응해 나가는 것을 학습(이필상, 2008)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조음기관 근육운동의 적절한 조절이 필수적이다.
한편, 뇌성마비는 국내의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아동들이 보이는 장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이소현, 박은혜, 2007)로 뇌의 병변이나 뇌 성
장의 비정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영구적인 손상 상태이다. 그리고 뇌성마비를 가
진 사람들의 약 50～60% 정도는 긴장, 근육 수축(과긴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경
직형 뇌성마비(김진호 등, 2008)인데, 이들은 근육 협응성의 곤란 및 근육이 마
비되는 위축으로 인해 자세 유지 및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지의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구어산출과 관련이 되는 기관의 근육운
동에도 이상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구어를 산출(남현욱, 2011)하게
된다. 이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은 특히 다리의 긴장도가 높고 이로 인해 자세
유지나 기능의 수행을 위해 어깨와 목 주변의 근육을 보상적으로 사용(김선희,
안종복, 권도하, 2008)하게 됨으로써 조음기관을 움직이는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
지기 때문(Workinger, 2005)이다. 결국 운동조절 능력의 상실이 씹기, 삼키기, 얼
굴 표정뿐만 아니라 구어에 필요한 근육의 원활한 운동과 협응을 방해하여 구어
산출에 결함을 초래(김혜경, 권도하, 2005)하게 된다. 이처럼 경직형 뇌성마비 아
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혀, 입술, 턱, 구개와 같은 조음에 필요한 기관의 마
비로 인하여 언어발달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음기관 중 혀, 입술, 턱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혀의
기능적 역할은 발화 시 자음 발음을 명확하게 하며 혀의 속도, 범위, 혀끝의 정확
한 위치에 따라 발음의 명료도를 좌우한다(석동일, 1995). 입술은 양순음과 모음발
음에 관계하여 구어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올바른 조음을 만들기 위해
서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특히 아래턱의 기능은 모든 음소와 음
절의 발성에 관계하며 절대적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구어산출을 위해서는 구어산출
과 관련된 근육들의 협응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직형 뇌성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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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경우 미성숙한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그러한 근육들의 조절이 원활
하지 못하여 조음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남현욱, 안종복, 정훈, 2009).
일반적으로 뇌성마비 아동의 언어장애는 조음기관의 마비현상에 의한 언어장
애, 조음기관의 운동 조절 부족에 의한 조음장애, 리듬장애, 그 외 감각손상이나
언어발달 지체에 따른 언어의 미숙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경직형 뇌성마비 아
동은 과도한 근육긴장과 갑작스러운 경련 때문에 발화가 폭발적이다. 그리고 일
시적인 호흡 이상에 의해 끊기는 말을 나타내는 경향(이종구, 강경숙, 1990)이
있으며, 말소리가 생략되거나 끊어지지 않고 연달아 발음되거나 왜곡되는 등 입
술, 턱, 구개 등의 조음기관 운동 근육의 마비로 조음 오류를 수반(이금숙, 유재
연, 2008)하게 된다. 또한 조음기관 주변 근육의 조절과 협응의 문제로 침을 흘
리거나 혀를 조절하기 힘들거나,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
거나 말을 아주 천천히 할 수 있다(김원경 등, 2009). 그리고 조음기관 운동에
있어서 뇌성마비 아동이 보이는 입술, 턱, 혀의 비정상적인 운동패턴은 다양하
다. 일반적으로 입술의 운동성이 손상되어 있어 모음과 자음의 산출이 제한될
수 있다. 턱은 움직임이 느리고, 과도한 턱 떠밀기나 과도한 입 벌리기가 관찰되
기도 한다. 혀는 턱과 움직임이 분리되지 않아서 동시에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
날 수 있고, 혀를 둥글게 말아 혀끝을 잇몸 부분에 닿도록 올릴 수 없으며, 혀
내밀기가 나타나기도 한다(Hardy, 1983). 이러한 이유로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은
혀의 전반부의 정확한 조절을 요하는 치조음이 왜곡되거나 생략되기 쉬우며, 연
인두 폐쇄가 불완전하여 구강 내 많은 압력을 요하는 자음, 즉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등의 산출이 어렵다(전헌선, 1995)는 조음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복근과 흉근의 길항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호기량이 적고, 호흡
의 속도와 길이가 제한적이거나 불규칙한 호흡패턴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발
성의 지속 시간에 있어서 일반 아동보다 최대 연장발성시간이 짧다(정진옥 등,
2011). 이는 말을 할 수 있는 호흡 조절이나 호흡 패턴을 지원할 수 있는 정상
자세 조절이 발달하지 못하여 안정된 호흡의 기초가 되는 근육군의 발달이 어렵
고 비정상적인 근 긴장과 움직임으로 흉곽의 기형과 안정성이 부족(홍정선, 이해
덕, 1997)하여 여러 가지 호흡 패턴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행 연
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호흡 및 조음기관 훈련을 통한 호흡이나 조음기관 운동기
능 강화에 대한 연구(김선희, 권도하, 2000; 김선희 등, 2008; 김숙희, 김현기, 신
용일, 2008; 김혜경, 권도하, 2005; 이금숙, 유재연, 2008; 주정열, 신형수, 2010;
Gosselink et al., 2000; Massery & Frownfelter, 1996; Rutchnik et al., 1998)들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음기관 근육운동의 과긴장 완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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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은데, 전신의 이완에 초점이 맞추어져
그 적용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완훈련(이영희, 2004), 신체이완훈련(조규영, 2005),
정적이완훈련법(김종환, 2005)에 관한 연구들과 박용학과 권요한(2007)의 자기조절
신체훈련 프로그램 속에 조음기관의 이완을 포함시킨 연구들은 조음기관 근육이
완훈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신체 전체에 대한 이완을 강조한 훈련으로 조음기관의
이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아니다. 따라서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은 조음기관
근육운동의 과긴장 상태로 인하여 발성지속시간이 짧고, 조음기관의 적절한 운
동조절 능력이 부족한 조음장애가 나타나게 되므로,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
음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훈련프로그램의 적용에 앞서 우선적으로 조음기관
근육운동의 과긴장 상태를 완화시켜주는데 초점을 둔 언어지도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 능력 향상을 위한 조음기관 근육
이완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조음능력 중 최대 연장발성 시간, 자음정확도 및
모음정확도, 그리고 음절 정확도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지도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임상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 문제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은 조음기관 근육운동의 과긴장 상태로 인하여 발성지속
시간이 짧고, 조음기관의 적절한 운동조절 능력이 부족한 조음장애가 나타나게
되므로 본 연구자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향상을 위해 조음기관 근
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은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최대 연장발
성시간을 증가시키는가?
둘째,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은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자음 정확도
를 증가시키는가?
셋째,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은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모음 정확도
를 증가시키는가?
넷째,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은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음절 정확도
를 증가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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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아동들은 D광역시 S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 3명이다. 이들은 의사에 의해 경직형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고, 뇌성마비 외의
중복장애를 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의 특성상 교사의 구두지
시를 듣고 이해가 가능할 정도의 정상 지능 범위에 있으며, 조음훈련을 받고 있지
않으며, 부모가 본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한 아동들이다.
연구대상 아동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분

대상

아동 1

아동 2

아동 3

성별

남

여

남

생활연령

7;4

9;2

6;10

뇌성마비

경직형

경직형

경직형

유형

(사지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지능*

97

85

101

호흡은 비교적 문제가

호흡이 짧고 약함. 혀

없지만 얕은 숨을 쉼.

의

혀를 입술 양 끝에 대

가동성을

기가 어렵고 움직임이

가능하며,

둔함. 또한 혀를 입의

시도할

특정 부위에 대고 유

두터워져 어려움. 발화

지하기가 어려움. 발어

시 힘들여 한 음절씩

시 턱에 힘이 많이 들

리듬감

어가 입을 크게 벌리

입을 크게 벌리지 못

지

입술운동은

하며 턱 운동이 상하

느리지만 정확하게 할

보다는 좌우로 더 이

수 있음.

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주로 구강호흡을 하
며 흡기가 특히 약함.
혀가

두텁고

과긴장

상태로 운동성이 떨어
져 혀를 잇몸이나 경
조음기관
운동능력

구개에

대기가

어려

움. 입을 벌리거나 입
술을 둥글게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조음 시 손발이 같이
움직임. 조음기관 전체
가 발화가 지속 될수록
운동성이 둔해짐.

못함.

좌우운동은

느린

나타내지만
상하운동은

때마다

없이

혀가

끊어함.

*지능은 K-WISC-Ⅳ(곽금주, 오상우, 김청택, 2011)에 의한 전체검사 IQ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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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은 7세 4개월 의 경직형 사지마비 남자 아동으로 현재 D광 역 시 S지체
장애 특수학교 초등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발화시 폭 발하 듯 이 시작하지만 최
대 연장발성 시간이 3초를 넘 기지 못 해 말이 중간에 자주 끊 어지고 조음 정
확도가 낮 다. 또한 발화시 손발이 같 이 움직이며 아주 힘 들여 말을 한다. 다
시 말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 래 걸린 다.
아동 2는 9세 2개월 의 경직형 사지마비 여자 아동으로 현재 D광 역 시 S지체
장애 특수학교 초등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비교적 조음이 정확하고 조음기관
의 운동 역 시 큰 어려움이 없 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음기관의 운동이 느린
가동성을 나타내 말의 속 도가 느 리다. 입 을 크 게 벌 리지 못 해 말의 강 도는
약하지만 대상자들 중에서 최대 연장발성시간이 가장 길 고 조음능력도 제 일
높다.
아동 3은 6세 10개월 의 경직형 사지마비 남자 아동으로 현재 D광 역 시 S지
체장애 특수학교 초등 1학년에 재학 중이다. 대상 아동 중 조음장애가 가장
심 하며, 비성이 강한 명 료 도 낮은 말로 알아 듣기가 힘 들다. 발화시 한 음절
씩 끊 어 힘 을 주어서 말을 하며, 말의 강도가 약하고 명 료도 역시 낮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1년 9월 5일부터 11월 11일까 지 전체 10주간 사전 단계 3회,
중재 단계 24회, 사후 단계 3회의 총 3 단계 과정 30회로 실시하였다.
중재를 실시하기 전 각 대상 아동들의 중재 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검사는 연구대상 아동 개 인 별 로 1주 일 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중재는 연
구대상 아동 3명에 대해 24회 동안 소그 룹 형 식 으로 중재를 실시하였는데
중재 진행에 따 른 진전 상 황 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재 6회를 1단위로 중재
중 평가를 4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후검사는 중재 종 료 1주 후 중재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동 일 하게 실시하였는데, 조음기관 근육이완
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대 연장발성시간의 변화, 자음정확도의 변화, 모음 정확
도의 변화 및 음절 정확도의 변화 정도를 비교ㆍ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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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된 중재 프로그램은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으로
<표 Ⅱ-2>와 같 다.
본 프로그램은 각 대상 아동들의 조음능력과 관련된 입술, 혀, 턱, 후두부 근육
운동의 과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박용학과 권요한(2007),
이금숙과 유재연(2008), 이필상(2008) 등이 실시한 호흡 및 조음기관 훈련과 이
완훈련 프로그램에서 전신이완훈련의 내용은 제외하고 조음기관근육이완훈련의
내용만을 재구성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 Ⅱ-2>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
영역

목표

활동 내용
ㆍ천천히 머리 돌려서 목 근육 이완하기

긴장 이완

(오른쪽으로 돌리기, 왼쪽으로 돌리기 각 8회)
ㆍ천천히 복식호흡(깊이 들여 마시고 내쉬기 8회)

조

입술 이완

음
기

턱 이완

관

반복하기(8회)
ㆍ아랫입술을 내밀며 올려서 윗입술 덮기(8회)
ㆍ윗입술을 내밀며 내려서 아랫입술 덮기(8회)
ㆍ혀를 최대한 길게 입술 밖으로 내밀기(8회)

근

ㆍ혀를 윗입술(코) 쪽으로 최대한 내밀기(8회)

육

ㆍ혀를 아랫입술(턱) 쪽으로 최대한 내밀기(8회)

이
완

ㆍ최대로 크게 한 /우/ 입술 모양과 /이/ 입술 모양 교대로

혀 이완

ㆍ혀를 입술 가장자리로 교대 왕복하기(8회)
ㆍ입술 따라 혀 내밀어 돌리기

훈

(오른쪽으로 돌리기, 왼쪽으로 돌리기 각 8회)

련

ㆍ설압자로 가볍게 혓등 눌러주며 마사지하기
ㆍ입을 천천히 크게 벌렸다가 다물기(8회)
후두 이완

ㆍ하품-한숨쉬기(8회)
ㆍ편안한 자세로 /아-/ 연장 발성하기(8회)

ㆍ모든 활동은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질 정도로 충분히 천천히 시행함
ㆍ전체 단계를 한번 실시함을 1세트로 총 3세트를 오전 오후 2차례 시행하면 1회로
간주함, 실시 순서는 긴장 이완, 입술 이완, 턱 이완, 혀 이완, 후두 이완으로 하며
위의 활동 내용만 포함된 시범과 지시 및 모방의 방법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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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도구 및 방법
본 연구자는 각 대상 아동들에게 편안한 자세에서 1주일 동안 3회의 사전감사, 중
재 중 6회를 1단위로 하여 중재 중 검사, 사전 검사 방법과 동일하게 사후검사를 실
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평가 활동은 고감도 디지털 녹음기(Sony PCM-50)로 녹음하
였다.
평가는 본 연구자와 최소 3년 이상의 뇌성마비 아동의 언어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언어치료사 1명이 하였다. 평자자간 신뢰도는 정확도 일치 수를 정확도 일
치 수와 불일치 수를 합한 전체 평정 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는
데, 일치도는 96%이었다.
최대 연장발성시간의 변화 평가를 위해서는 초시계(Timex T73751)를 이용하
여, 아동에게 편안한 자세에서 최대 흡기 후 교사의 언어 지시 및 모델링에 의
해 /아/ 모음을 최대한 길게 발성하여 시간(초) 단위로 평가하였다.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음절 정확도는 김영태(1994)의 그림자음검사(PACT)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는데, 조음해야 할 총 자음 수는 43, 모음 수는 10 그리고
음절 수는 58이었다.
① 자음 정확도(%) : (정조음한 자음 수/조음해야 할 총 자음 수)×100
② 모음 정확도(%) : (정조음한 모음 수/조음해야 할 총 모음 수)×100
③ 음절 정확도(%) : (정조음한 음절 수/조음해야 할 총 음절 수)×100

5. 결과 처리
본 연구는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 중재를 통해 조음능력의 향상에 효
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중재 중, 그리고 사후검사를 통해 대
상 아동이 나타내는 수행 능력 변화를 측정하였다.
최대 연장발성시간은 초시계를 이용하여 1/100초 단위로 측정한 뒤 이를 사전
검사와 중재 중, 그리고 사후검사 별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이것을 표와 그림
으로 나타내고 비교하였다.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음절 정확도는 그림자음검사(김영태, 1994)를 이용하
여 사전검사와 중재 중, 그리고 사후검사 별로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하고 이것
을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고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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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
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들의 최
대 연장발성시간,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및 조음 정확도의 향상 정도를 연구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대 연장발성시간의 변화
각 대상 아동별 최대 연장발성시간의 변화는 <표 Ⅲ-1>과 같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1>과 같다.
<표 Ⅲ-1> 대상 아동별 최대 연장발성시간의 평균 및 범위(초)
대상

구분
아동 1
아동 2
아동 3

사전

중재 중

사후

2.41

3.64

4.79

(2.11∼2.89)

(2.75∼4.74)

(4.52∼4.94)

4.09

5.17

6.04

(3.47∼4.53)

(4.17∼6.12)

(5.66∼6.40)

1.67

2.57

3.06

(1.18∼2.33)

(1.54∼3.41)

(2.85∼3.26)

각 대상 아동의 개인차는 있으나 대상 아동 3명은 사전검사에서의 평균 시간보
다 중재 중이나 사후검사 기간 동안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사
전검사에서 대상 아동 모두 평균 4.5초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중재 중에는 대상
아동 3명 모두 사전검사보다 평균 1초 이상 증가되었으며, 사후검사에서 낮은
증가폭을 나타내었지만 증가된 평균 시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1은 중재 전 최대 연장발성시간은 평균 2.41초로 짧은 발성을 하였으며
연장 발성을 무척 힘들어 하였다. 그리고 흡기가 약해 흡기 후 발성개시 지시를
내릴 때까지 공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발성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재가 진
행되는 동안 최대 연장발성시간은 꾸준히 증가하여 평균 4.79초까지 발성하게
되었다. 또한 흡기 후 공기를 유지하였다가 발성개시 지시에 맞춰 발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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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는 사전검사에서부터 다른 대상 아동들보다 최대 연장발성시간이 길었
다. 호흡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재 전에는 평균 4.09초 연장발성 하였으
며 중재 후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6.04초까지 증가되었다. 또한 흡기 후 정확하게
호흡을 멈추었다가 호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 3은 대상 아동 중 가장 짧은 최대 연장발성시간을 나타내었다. 호흡이 약
하고 흡기, 호기가 짧게 이루어져 연장 발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 재
후에는 흡기 후 공기를 멈추지는 못하지만 호기가 길게 이루어져 연장 발성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최대 연장발성시간이 사전 평균 1.67초에서 사후 평균 3.06
초로 증가되었다.

<그림 Ⅲ-1> 대상 아동별 최대 연장발성시간의 변화

2. 자음 정확도의 변화
대상 아동별 자음 정확도의 변화는 <표

Ⅲ-2>와 <그림 Ⅲ-2>와 같다.

<표 Ⅲ-2> 대상 아동별 자음 정확도의 평균 및 범위(%)
대상

구분
아동 1
아동 2
아동 3

사전

중재 중

사후

40.8

52.8

62.4

(37.8~44.1)
61.9

(38.5~67.4)
73.4

(60.5~64.5)
86.9

(58.4~65.2)
30.9

(60.5~87.6)
38.9

(84.2~89.8)
44.2

(29.4~32.5)

(30.6~45.4)

(42.5~46.5)

24회의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중재 후 아동 1의 자음 정확도는 평균 40.8%에
서 평균 62.4%로 평균 21.6%가 증가되었다. 아동 1은 적극적인 태도와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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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유지하여 사전에 비해 사후에 자음정확도
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명료도 향상이 두드러졌다.
아동 2의 자음 정확도는 사전 평균 61.9%에서 사후 평균 86.9%로 평균 25%가
증가되었다. 대상 아동 3명 중 가장 높은 상승을 나타내었다. 특히 턱에 힘이 많
이 들어가던 것이 이완을 통해 개선이 나타나 자음 조음이 사전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아동 3의 자음 정확도는 평균 30.9%에서 평균 44.2%로 평균 13.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1과 아동 2에 비해 아동 3의 자음 정확도 증가폭이 작은
것은 호흡 시간이 너무 짧고 발화 시 입이 잘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좌우로 왜
곡되어 조음방법이나 조음위치를 대부분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
다.

<그림 Ⅲ-2> 대상 아동별 자음 정확도의 변화

3. 모음 정확도의 변화
대상 아동별 모음 정확도의 변화는 <표 Ⅲ-3>와 <그림 Ⅲ-3>과 같다.
24회의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중재 후 아동 1의 모음 정확도는 평균 40%에서
평균 70%로 평균 30%가 증가되었다. 특히 아동 1은 입을 벌리거나 입술을 둥글
게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모음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이완훈련을 통해 입술
의 운동성이 향상되어 모음의 정확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아동 2의 모음 정확도는 평균 66.6%에서 평균 100%로 평균 33.4%가 증가되었
다. 아동 2는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로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해 모음 정
확도가 다소 떨어졌으나 이완 훈련을 통해 입을 크게 벌리는 것과 입술운동의
속도가 증가되어 모음을 거의 정상적으로 조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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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3의 모음 정확도는 평균 33.3%에서 평균 46.6%로 평균 13.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 중 경직성 뇌성마비의 정도가 가장 심한 편에 속하
는 아동 3은 과긴장으로 인해 조음기관의 정상적 운동 형태를 찾아보기가 어려
워 수직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조음 운동에 있어서도 수평 방향으로 일그러지는
운동을 나타내어 모음 정확도의 큰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대상
아동에 비해 아동 3의 모음 정확도 향상 정도가 낮은 것은 자음 정확도에서처럼
입을 제대로 벌리지 못해 모음 발화에 필요한 입모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Ⅲ-3> 대상 아동별 모음 정확도의 평균 및 범위(%)
대상

구분
아동 1
아동 2
아동 3

사전

중재 중

사후

40

57.5

70

(30~50)
66.6

(40~80)
80

(60~80)
100

(60~70)
33.3

(60~100)
42.5

(100)
46.6

(30~40)

(30~50)

(40~50)

<그림 Ⅲ-3> 대상 아동별 모음 정확도의 변화

4. 음절 정확도의 변화
대상 아동 별 음절 정확도는 <표 Ⅲ-4>와 <그 림 Ⅲ-4>로 나타내 었 다.
24회의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중재 후 아동 1의 음절 정확도는 평 균
34.8%에서 평 균 58.8%로 평 균 24%가 증 가되 었 다. 특히 아동 1은 자음 정확
도와 모음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수 준 으로 향상이 나타나 이의 영향으로 전
체 음절 정확도가 상 승 한 것으로 판 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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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의 음절 정확도는 평 균 59%에서 평 균 73.3%로 평 균 14.3%가 증 가되
었 는데, 아동 2의 적 극 적인 태도와 사전에 낮 지 않 은 음절 정확도 탓에 이완
훈련 후의 음절 정확도는 상 당 히 높은 수 준 으로 달성이 되 었 다.
아동 3의 음절 정확도는 평 균 24.9%에서 평 균 34.5%로 평 균 9.6%가 증 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호흡이 너무 짧 고 약해 자음 및 모음의 발성이 제대
로 일 어나지 않았 으며, 대상 아동 중 가장 심 한 경직성 뇌성마비로 조음 운
동의 과긴장성이 높아 큰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 다. 특히 다 른 아동에 비해
아동 3의 음절 정확도의 향상 정도가 낮 은 것은 자음 정확도와 모음 정확도
역 시 낮 기 때문에 음절을 발화하는 음절 정확도 역시 낮은 것으로 판 단이
된다.
<표 Ⅲ-4> 대상 아동별 음절 정확도의 평균 및 범위(%)
대상

구분
아동 1
아동 2
아동 3

사전

중재 중

사후

34.8

50.3

58.8

(32.3~36.5)
59

(34.5~69.5)
69.9

(55.4~62.3)
73.3

(57.5~60.4)
24.9

(59.5~82.4)
34.4

(69.5~77.5)
34.5

(23.5~26.4)

(24.5~41.1)

(33.7~35.2)

<그림 Ⅲ-4> 대상 아동별 음절 정확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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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조음기관의 근육 긴장도를 완화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조음능력의 향상 정도
를 최대 연장발성시간,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및 음절 정확도 등으로 나누어 알
아보았다. 연구 결과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은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 3명
의 조음 능력 중 최대 연장발성시간,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음절 정확도를 개선
시켜 중재의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음기관의 근육 긴장도 완화를 위한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을 경
직형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한 결과, 사전검사에 비해 중재 중 및 사후검사에서 각
대상 아동들의 최대 연장발성시간이 증가되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모음을
최대한 연장발성 하는 것은 구강호흡과 비강호흡, 혹은 구강호흡과 비강호흡을 분리
하는 것을 익히는 방법(이금숙, 유재연, 2008)이 될 수 있으며, 조음기관훈련 프로그
램(김선희, 권도하, 2000; 김혜경, 권도하, 2005; 김숙희 등, 2008; 이금숙, 유재연,
2008)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호흡 및 조음기관 훈련이 뇌성
마비 아동의 모음의 연장 발성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김선희, 권도하, 2000; 이금숙
유재연, 2008)와 호흡과 발성훈련이 포함된 운율자질 개선훈련이 뇌성마비 아동의
발화지속 시간을 개선시켰다는 연구(한경임, 김지향, 2008)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호흡근 강화훈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최대 연장발성시간
을 증가시켰다는 김혜경과 권도하(2005)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중
최대 연장발성시간의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조음기관의 근육 긴장도 완화를 위한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을 경
직형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한 결과, 사전검사에 비해 중재 중 및 사후검사에서 각
대상 아동들의 자음 정확도가 증가되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기관 근육운동의 과긴장을 해소하는 이완훈련은 이완을
통해 조음기관 근육운동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조음기관 훈련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기에 구강 운동기능 조절을 통한 조음훈련이 뇌성마비 아동의 조
음기관의 기능 수행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김선희, 권도하, 2000)와 그 결과가 일치
하고 있다. 그리고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들의 섭식 기능과 조음 정확도간의 상관연
구(김선희 등, 2008)에서 나타난 숟가락으로 먹는 활동, 저작하기는 조음기관의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어 섭식기능은 조음정확도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과와도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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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중
자음 정확도의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조음기관의 근육 긴장도 완화를 위한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을 경
직형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한 결과, 사전검사에 비해 중재 중 및 사후검에서 각
대상 아동들의 모음 정확도가 증가되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기관 근육운동의 과긴장을 완화하는 이완훈련은 이완을
통해 조음기관 근육운동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조음기관 훈련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기에, 김숙희 등(2008)의 구강 맛사지, 턱 훈련, 입술 훈련, 혀 훈
련 및 호흡 훈련 등을 포함하는 구강 운동을 통해 모음의 음향학적 특성 분석으로
뇌성마비 아동의 모음 정확도변화를 밝힌 연구와도 그 결과가 동일하다. 또한 구강
운동기능 조절을 통한 조음훈련이 뇌성마비 아동의 모음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는 연
구(김선희, 권도하, 2000)와 그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중 모음 정확도의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넷째, 조음기관의 근육 긴장도 완화를 위한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을 경
직형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한 결과, 사전검사에 비해 중재 중 및 사후검사에서 각
대상 아동들의 음절 정확도가 증가되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을 포함한 자기조절 신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뇌성마비 아동
의 구어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박용학과 권요한(2007)의 연구에서 밝힌 음절
조음과 관련이 깊은 구어 명료도(박지은 등, 2010)가 향상된 결과 및 경직형 뇌성마
비 아동들의 섭식 기능과 조음 정확도간의 상관연구(김선희 등, 2008)에서 나타난 결
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음절교호운동능력은 음절 조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관
점에서 볼 때 호흡 및 조음기관 훈련을 통해 뇌성마비 아동의 말 산출 기초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이금숙과 유재연(2008)이 밝힌 결과와도 동일하다 따라서 조
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중 음절 정확도
의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최대
연장발성시간,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그리고 음절 정확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조음기관 근육이완훈련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음기관의 근육 긴장도를 완화시킴으로써 조음능력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목적표출
법(purposive sampling)에 의한 대상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렇지만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들의
조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언어 지도시 다른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에 앞서거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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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병행하여 또는 학교 현장에서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향상을 위해 별
도의 프로그램 적용 없이 수업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본 프로그램을 적용시킨다면 긍
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향상
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본 프로그램을 기본 훈련 내용으로 포함시킨다
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후속연구
에서는 다양한 연구 대상 및 변인들을 측정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이러한 결론들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조음능력 향상을 위
한 언어지도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임상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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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rticulation Organ Muscle Relaxation Training Program
to Improve Articulation Ability i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Pil-sang Lee *

Th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had a wide range of difficulties in walking,
speaking and swallowing from brain damage. Aspect of speech, especially,
spastic cerebral palsy children represent abnormal vocalization pattern by
respiration problem and paralyzed or overstrain oral motor muscle that are
the articulation organ of speech production.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rticulation organ muscle relaxation
training program to improve articulation ability i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 children with spastic CP.
The articulation organ muscle was conducted in 30 sessions. Pre-test was
administered three times before the program, and ongoing test was
administered every 6 session during the period of experiment and post-test
was also adminitetred three times. The following result were obtained. The
articulation organ muscle relaxation training program incresed on articulation
ability that could known by increased on maximal phonation time, consonant
accuracy ratio, vowel accuracy ratio, and syllable articulation ratio. The
above results show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on the articulation
ability improvement of the children with spastic CP.
<Key Words> Spastic Celebral Palsy, Articulation Organ Muscle Relaxation, Maximal
Phonation Time, Consonant/Vowel/Syllable Accuracy Ratio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lemantary Special
Konyang University(ppsslee@konyang.ac.kr)
- 93 -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