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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development and motor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Subjects were 43 children with a mean corrected age

of 19.19 month (SD=7.48). The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and the Bayley Scale of Infant

Development-second edition (BSID-Ⅱ) were administered to the total children.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by paired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using SPSS softwa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st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showed statistical delays on the mental scale rather than

on the motor scale.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cognitive performance and motor performance were

ranged between r=.38 and r=.83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3) Lower motor performance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lower cognitive score. The findings suggest that cognitive and motor

performance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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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미국의 경우

17세 이하의 아동 중 10∼17% 정도의 아동이 영향을

받는 만성적 장애이다. 비록 언어, 운동, 사회-적응 발

달에서 발달지표(milestones)를 획득하는데 약간의 지

연을 보이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아동기의 발달

지연(developmental delays)은 정신지체, 뇌성마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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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애, 자폐, 학습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의 진단과 강하

게 관련되어 있다(Sices 등, 2004). 발달장애의 한 영역

인 전반적 발달지연(global developmental delay)은 대

동작/소동작, 말/언어, 인지, 개인/사회성, 일상생활동작

과 같은 발달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심각한 지

연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서 심각한 지연이란 동일 연령

군의 규준참조검사에서 평균보다 2 이상의 표준편차 이

하의 실행능력을 보이거나 40% 이상의 지연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한다(Shevell 등, 2003). 또 다른 기준으로

는 동일 연령군의 규준참조검사에서 평균보다 1.5 이상

의 표준편차 이하의 실행능력을 보이거나 25% 이상의

지연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전반적

발달지연은 일반적으로 5세 이하의 어린 아동을 의미하

며, 반면에 정신지체는 지능검사(IQ 검사)가 가능한 더

큰 아동에게 적용한다(Shevell 등, 2003).

발달지연의 위험요소들은 임신 중 부모의 위험요소

로써 양성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약물이나 알코

올 사용, 중독증 등이 있으며, 분만 중 태아의 위험요소

로는 산과합병증, 조산, 저체중아, 다중임신 등이 있다.

또한 신생아에서의 위험요소로는 발작이나 뇌실내출혈

(IVH), 패혈증이나 뇌수막염, 재발된 중이염, 성장지연

(몸무게나 키가 5% 이하일 경우 및 머리둘레가 5% 이

하 혹은 90% 이상일 경우), 혹은 영양결핍, 납이나 그

밖의 독성물질에의 노출, 염색체 이상 등을 들 수 있다

(First와 Palfrey, 1994). 최근에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조산아 등의 고위험 영아와 외상성 뇌손상 아동들의 생

존율이 높아졌으며, 발달장애의 위험을 가진 아동의 수

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시작은 평가인데, 평가란 치료

의 효과를 충족시키고 계획하기 위하여 드러난 정보들

을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지속적인 과정(Brenneman,

1999)으로써 아동의 평가를 통해 현 상태에 대해 진단

하고 치료프로그램의 설정과 장, 단기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지표가 된다. 또한 표준화된 발달 평가는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평

가도구들의 객관적인 특성과 적용범위, 검사방법의 정

확한 숙지, 검사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정확히 알

고 그에 맞게 평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운동, 인지 영역 등, 아동의 기능적 능력에 대해 객관적

인 평가도구를 통해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대

부분의 발달지연 아동에서 보이는 인지발달영역과 운동

발달영역의 특성을 연구한 사례도 없었다. 또한 심각한

조산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 유의한 의료적 처치를

가진 아동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

사(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II; BSID-II)

의 운동점수와 인지점수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도 없었

다. 단지 몇몇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한 연구에서는 재

태기간이 적을수록 정신발달지수(Mental Development

Index; MDI) 점수가 낮았으나 운동발달지수(Psychomotor

Development Index; PDI) 점수는 유의하게 낮지 않았다

(Koseck과 Harris,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활의학과에 내원하는 아동

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지연 아동의 인지영역과 운

동영역을 대동작 운동기능 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과 BSID-II를 이용하여 평가함으로

써 발달지연 아동의 인지영역과 운동영역의 특성을 비

교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의학과

에서 뇌성마비 이외의 발달지연으로 진단받은 아동 43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발달지연으로 진단받은 아

동은 신경외과적,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아동으

로 진단 전, 후 재활치료 개입이 전혀 없었던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 3월 1일부터 동년 12월 30일까지

재활의학과에 초진으로 의뢰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

다.

2. 측정방법 및 측정도구

가. 대동작 운동기능 평가(GMFM)

이 검사는 뇌성마비 아동들의 대동작 기능면에서 시

간 경과 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운동 기능

이나 아동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수립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Russell 등, 1993).

88개 항목의 GMFM은 뇌성마비 아동의 움직임을 관

찰한 후에 4점 서열척도(0은 할 수 없음, 1은 시작 가

능 하나 기능적 활동의 10% 이내 수행, 2는 기능적 활

동의 10∼100% 이내로 부분적으로 수행 가능, 3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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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 활동을 완벽히 수행함)로 점수를 매긴다. 평가항

목은 A척도는 눕기와 구르기로 17개 항목, B척도는 앉

은 자세로 20개 항목, C척도는 기기와 무릎 서기 자세

로써 14개 항목, D척도는 서기 자세로써 13개 항목, E

척도는 걷기, 뛰기, 도약 활동으로써 24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치료의 목적이 기능적 독립 면에서 아동

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이 어떤 다

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주어진 활동을 완벽하

게 할 수 있는지(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

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각 영역의 점수는 %로 제시되며, 총점은 각 영역별

% 점수의 합을 5로 나누어 나타낸다. 각 항목은 기능

적 수준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자세별로 나누어져 있

어 다른 대상자가 같은 영역에서 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상자의 기능적 수준이 같다고 단정 짓기 어

렵다(Russell 등, 2000).

각 측정자간 상관계수는 .87, 측정자내 상관계수는

.99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번역한 대동작

기능평가도구의 측정자간 신뢰도도 .76∼.98이었다(이충

휘 등, 1995). Russell 등(1998)의 연구에서는 GMFM을

다운증후군 아동에게 사용하기 위해 GMFM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사했다. 123명의 다운증후군 아동에게

GMFM과 BSID-II를 사용해 6개월간 2회 평가했다. 검

사-재검사 신뢰도와 검사자간 신뢰도는 모두 .9 이상이

었으며 GMFM이 BSID-II의 운동척도보다 운동 기능면

에서의 변화에 비교적 더 반응성이 있었다. 또한

GMFM의 보고점수가 신뢰도, 타당도, 반응성에서 더

큼을 보여 주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 123명의 다운증

후군 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2번 평가한 결과 검

사-재검사 신뢰도(ICC=.95)와 검사자간 신뢰도(ICC=.96)

를 획득했으며 GMFM과 BSID-II와의 초기 평가 시

r=.93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평가점수의 변화량에서는

r=.48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GMFM 점수는 시간경과

후 평균 11.35%의 증가를 보이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ussell 등, 1997).

나.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BSID-II)

BSID-II(1993)는 영아의 현재 발달기능을 개별적으

로 측정하는 규준참조검사(norm-referenced test)이다.

1930년대에 제작한 캘리포니아 영유아 발달검사를 기초

로 Bayley가 1969년에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를 표준

화하여 제작하였다. BSID를 수정한 BSID-II는 1993년

에 완성되었다. BSID-II는 BSID에 비해 위험부담이나

발달지연 영유아의 평가를 위한 새로운 문항이 많이 첨

가되었고, 연령범위를 확장하여 1～42개월까지의 영유

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정신척도(mental scale), 운동척도(motor

scale), 행동평가척도(behavior rating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척도에는 기억, 습관, 문제해결능력, 초기 수

개념, 일반화 능력, 분류능력, 발성, 언어능력, 사회성

등 17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동척도에는 대근

육과 소근육의 조절 능력을 평가하는데 구르기, 배밀이

및 네발기기, 앉기, 서기, 걷기 등과 잡기, 쓰기에 필요

한 도구들의 적절한 사용능력, 손의 모방능력과 같은

조작능력 등 1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평가

척도의 경우 아동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의 행동의 질

을 평가하는데, 이 척도에는 집중 및 각성상태(6개월

이하), 작업, 평가자, 보호자에 대한 지남력/참여, 감정

조절능력, 움직임의 질 등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아동은 부모와 함께 평가에 임하였으며, 평가는 아

동의 교정연령에 따라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수행의 천

정점에 이르면 검사를 종료하였다. 각 척도는 실제점수

를 계산하여 기록하였다.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에서

는 발달정도를 기준지수 100, 표준편차 15인 정신발달

지수 및 운동발달지수로 환산하여 평가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대부분의 환아에서 지수값이 50 이하로 각 대상

자간의 발달지연의 차이를 나타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발달 및 운동발달영역에서 환아의

발달연령을 구한 후 이를 교정연령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구한 정신발달지수(mental developmental quo-

tient), 운동발달지수(motor developmental quotient)를

발달정도의 척도로 이용하였다.

다. 평가시행

재활의학과에서 발달지연 아동으로 진단된 경우

GMFM과 BSID-II를 평가하였다. 두 평가는 2주 이내

에 모두 실시하여, 시간 경과의 오류를 배제하였다.

GMFM의 경우 각 척도의 실제점수를 백분율점수로 환

산하고 전체점수 역시 백분율점수로 환산하였다.

BSID-II의 경우 정신척도와 운동척도는 실제점수를 기

록하고 정신연령과 운동연령을 산출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발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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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22(51.2)

여 21(48.8)

발달지연 형태 경련성 질환 5(11.6)

선천적 장애 8(18.6)

대뇌질환 5(11.6)

알 수 없음 25(58.1)

재태기간 조산아(<37주) 9(20.9)
38.47±2.92

만숙아(≥37주) 34(79.1)

출생시 체중 저체중아(<2.5 ㎏) 12(27.9)
2.97±.68

정상체중아(≥2.5 ㎏) 31(72.1)

연령 교정연령(개월) 43(100.0) 19.19±7.48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3)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신척도와 운동척도 사

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

다. 또한 정신척도와 운동척도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순위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는 윈도용 SPSS versio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5% 유의수준에서 검

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아 22명, 여아 21명으로 전체 43명이

었으며 경기나 신생아 경련과 같은 경련성 질환이 5명,

염색체 이상이나 증후군과 같은 선천적 장애가 8명, 수

두증이나 소뇌증과 같은 대뇌질환은 5명, 그 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5명으로써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가 가장 많았다(표 1).

연구대상자들은 과거력 상 조산아(37주 미만)가 9명,

만숙아(37주 이상) 34명이고, 저체중아(2.5 ㎏ 미만)는

12명, 정상체중아(2.5 ㎏ 이상)는 31명이었다. 또한 대상

자들의 평균 교정연령은 19.2개월, 평균 재태기간은

38.5주, 평균 출생시 체중은 2.97 ㎏이었다.

2. 발달지연 아동에서 정신영역과 운동영역의 비교

발달지연 아동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GMFM은 평

균 36.95%이고, BSID-II의 경우 정신척도에서 평균

54.79점, 운동척도에서 평균 44.14점이었다. BSID-II의

정신연령은 평균 5.47개월, 운동연령은 평균 6.98개월이

었다(표 2). 발달지연 아동에서 정신영역과 운동영역간

의 비교를 통해 발달지연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GMFM과 BSID-II 하위영역의 점수는 그 기준이 다르

므로 (실제점수/전체점수)×100으로 환산하여 BSID-II

지표로 나타내어 비교하였으며, 또한 BSID-II의 발달지

표점수(index score)는 50 이하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

으므로 (발달연령/교정연령)×100으로 환산하여 발달지

수(Developmental Quotient)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정

신영역인 BSID-II의 정신지표와 운동영역인 GMFM에

서 정신영역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BSID-II의 정신지표

와 BSID-II의 운동지표에서도 정신지표가 유의하게 낮

았다. 발달지수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BSID-II 정

신발달지수가 BSID-II 운동발달지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BSID-II의 운동연령과 BSID-II의 정신연령에

서도 정신연령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2).

3. 정신영역과 운동영역간의 상관관계

발달지연 아동에서의 정신영역과 운동영역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GMFM과 BSID-II 정신척도, BSID-II

정신지표, BSID-II 정신발달지수, BSID-II 정신연령에

서 BSID-II 정신발달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BSID-II 운동척도와 BSID-II 정신척

도, BSID-II 정신지표, BSID-II 정신발달지수, BSID-II

정신연령에서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BSID-II 운동연령과 BSID-II 정신척도, BSID-II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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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영역 운동영역 t-값

B-정신지표(%) 30.73±12.33a GMFM(%) 36.95±19.01 -2.66*

B-정신지표(%) 30.73±12.33 B-운동지표(%) 39.76±12.98 -7.76*

B-정신발달지수(%) 30.69±19.37 B-운동발달지수(%) 38.14±18.51 -4.35*

B-정신연령(개월) 5.47±3.08 B-운동연령(개월) 6.98±3.34 -4.40*

*p<.01
a
평균±표준편차

표 2. 대상자들의 평가결과 및 정신영역과 운동영역의 비교

운동영역

정신영역

B-정신척도 B-정신지표 B-정신발달지수 B-정신연령

GMFM .59** .59** .18 .55**

B-운동척도 .82** .82** .47** .77**

B-운동지표 .82
**

.82
**

.47
**

.77
**

B-운동발달지수 .60
**

.60
**

.83
**

.53
**

B-운동연령 .76
**

.77
**

.38
*

.76
**

*
p<.05
**p<.01

표 3. 발달지연 아동에서 정신발달과 운동발달의 상관관계

지표, BSID-II 정신발달지수, BSID-II 정신연령의 상관

관계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BSID-II 운동

발달지수와 BSID-II 정신척도, BSID-II 정신지표,

BSID-II 정신발달지수, BSID-II 정신연령에서도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BSID-II 운동연령과

BSID-II 정신척도, BSID-II 정신지표, BSID-II 정신발

달지수, BSID-II 정신연령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표 3).

Ⅳ. 고찰

아동의 발달을 평가하는 것은 정확한 발달검사를 통

하여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추적관리 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적절하고 체계

적인 재활치료 등으로 발육지연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

다. 또한 발달검사를 통해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부모나

가족이 환아의 문제를 이해하고 협조하여 효과적인 치

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권범선, 2003).

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에 있어서 그 발달지연의 정

도를 적절히 기술함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된다. 지연

정도를 현재 발달연령과 생활연령과의 숫자적 차이로

나타내는 것보다 발달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눈 값, 즉

발달지수로 표기함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운동 발달의 측면에서도 같은 요령으로 운동발달

지수를 구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운동발달지수가 70

이하일 때 운동발달 지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운

동발달 지연의 진단 뿐 아니라 지연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성인영 등, 2002). 그러나 또 다른 연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준참조검사를 사용하여 평가하

는 것은 검사의 목적이 치료 후의 변화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고자 할 때는 그 타당도가 의심스럽다고

한다. 규준참조검사는 발달지연 아동의 발달과정에서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구별해 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연령과 장애를 가진 아동과 비교하여 아이

가 얼마나 잘 실행하는가에 기초하여 치료의 효과를 평

가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발달지연이 없는 아동에 기초

한 평가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은 다운증후군 아동의 운

동발달지수가 연령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운증후군 아동과 운동지연이 없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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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의 차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심각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발달지수는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운동지연이 없는, 같은 연

령의 아동의 평균 수행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도구이다

(Palisano 등, 2001).

Donaldson 등(1973)은 바람직한 기능평가의 척도는

첫째, 한 시점에서 기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변화된 기능 상태를 알 수 있게 연

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치료프로그램의

모니터에 유용하고 넷째, 치료 팀 간의 정보교환을 증

가시킬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같은 결

과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평가도구들

가운데 GMFM과 BSID-II은 국내에서 신뢰도가 연구되

었으며, 뇌성마비나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는 평가도구이다.

Kolobe 등(1998)의 연구에서 보면 평균 13개월의 발

달지연이 있는 아동 18명 중 GMFM의 평균점수는

30.2%, 16개월 시 37.3%, 19개월 시 42.4%의 변화를

보였으며, Palisano 등(1995)의 연구에서 평균 16.2개월

의 발달장애 아동 124명 중 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 41

명의 PDMS의 발달지수가 평균 43.5%로 나타났다. 또

한 Palisano 등(2001)은 91명의 다운증후군 아동을 대

상으로 GMFM의 예측점수를 연구한 결과 경도 손상의

경우 12개월에 41.2%, 36개월에 75.2%로 나타났고, 중

도 손상의 경우, 12개월에 35.4%, 36개월에 69.5%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9개월의 아동에서 GMFM이

37.0%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연구 결과들과 유사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정신영역과 운동영역

을 비교해 본 결과 모두 유의하게 정신영역이 낮았으

며, 정신영역과 운동영역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서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정신영역이

낮은 아동이 운동영역도 낮은 평가결과를 가진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권범선(2003)의 연구에서

보면 평균 22.44개월의 뇌성마비아동 34명과 전반적 발

달지연 군 5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베일리 검사를 한

결과 전반적 발달지연 군의 정신발달지표(MDI)는 평균

80.35, 운동발달지표(PDI)는 82.38로 정신영역과 운동영

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박은숙 등(1999a)의 연구에서는 평균 12.3개월의 뇌성

마비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발달지연 아동 15명의

베일리 검사결과 정신지수는 42.5%, 운동지수는 34.6%

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비교하면 권범선(2003)의 연구

에서는 베일리 발달검사 결과 중 발달지표

(developmental index)를 이용했으나 발달지표는 결과

상 50 이하의 점수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변별력이 떨어

지는 단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아동이

발달지표가 50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지수로 연구

한 박은숙 등(1999b)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수가 운동지수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다. 이는 발달장애라는 광범위한 유형 속에 다양한

질환의 아동이 포함되며,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

부분 발달지연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수

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베일리 검사 상 정신영역이 낮

은 아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GMFM과 BSID-Ⅱ도 평가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GMFM은 구두에 의한 지시를 따를 수 없거나 행동을

모방할 수 없는 아동, 혹은 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

우(특히 9～18개월 아동의 경우) 적절성이 떨어질 수

있다. GMFM 점수는 단지 평가 당시에 관찰되는 운동

행동만이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과정에

서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GMFM은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항목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 시 검사자에 의해 관찰된 운동

행동만이 점수화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는 아동의 발달연령에 따라 기초연령과

한계연령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 BSID-Ⅱ의 경우 아

동의 발달 연령상 상위의 항목은 검사하고, 기초 항목

이하의 항목은 모두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차이로 야기되는 문제는 아동의 발달 연령이 독립적인

앉기가 가능해지는 시기인 6개월 이후의 아동은 눕기와

구르기 항목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 경우

GMFM에서는 아동의 운동 능력보다 낮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어린 아동은 네발기기와 같

은 좀더 발달된 운동패턴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배밀이

와 같은 초기의 운동행동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러한 거부가 생겼을 경우 GMFM의 전체 점수는 아동

의 운동 능력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을 것이다

(Kolobe 등, 1998). 이미 획득한 운동패턴 수행을 거부

하는 경향은 여러 연구에서도 보이는데, Gesell(1954)과

Bayley(1993)는 새로이 획득된 운동 능력에 대한 선취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좀 더 발달된 운동패턴이 덜 발

달된 운동패턴을 대치한다고 말하고 있다(Kolobe 등,

1998). 이에 대한 연구로 GMFM 초기 평가 시 점수를

얻었을 경우 앞선 운동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 GMFM-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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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른 제한점으로는 GMFM의 총론이 거론되었다. 아

동의 기능적 수준과 능력이 달라서 각각 영역 내 점수

와 영역 간 점수가 다르다고 해도 총점은 같게 나올 수

있으며, 처음 평가 시에 척도(scale)의 중간점수를 받은

아동의 경우 낮은 점수나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에 비

하여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Russell 등 2000).

BSID-Ⅱ의 경우 정상아동을 기준으로 하는 규준참조평

가라는 점 이외에도 편마비 아동이나 사지의 비대칭적

인 사용이 있는 아동의 경우 GMFM은 좌우를 구분해

서 평가하나 BSID-Ⅱ는 이러한 항목이 없으며, 손 기

능에 대한 평가가 두드러지게 많다(Kolobe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재활의학과 소아치료실을 내원하는

대다수의 아동 중 많은 연구가 진행된 뇌성마비 아동을

제외한 다양한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치료실

에서 사용되고 있는 GMFM과 BSID-Ⅱ를 사용하여 발

달지연 아동의 인지영역과 운동영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지영역과 운동영역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비록 연구

의 결과 인지영역이 운동영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으며,

인지영역이 낮을수록 운동영역이 낮다는 결과를 보였으

나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으며, 발달지연 아동의 범주가

광범위하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Ⅴ. 결론

뇌성마비 이외의 발달지연 아동의 평가도구 중

GMFM과 BSID-Ⅱ사용하여 발달지연 아동의 정신영역

과 운동영역의 차이를 알아보고 정신영역과 운동영역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4년 3월에서 12월까지

인하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이외의 발달지연으로 진단

된 아동 43명을 대상으로 초기 평가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발달지연 아동의 정신영역과 운동영역의 수행 능

력을 비교해 본 결과 GMFM과 BSID-Ⅱ의 하위영역에

서 모두 정신영역이 유의하게 낮았다.

2. 발달지연 아동에서 운동영역과 정신영역 사이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발달지연 아동에서 정신영

역이 운동영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으며, 정신영역이 낮

을수록 운동기능의 수행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의 수가 43명으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발달지연 아동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

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발달지연을 유발하는 다양한 진

단별 대상자로 확대하여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한 평가가 초기 평가에만 국한되므로 치료 효과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있는가에 대한 결과

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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