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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hanging the Respiratory Muscles and Acoustic Par밍neters 
on t h e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 l Pa 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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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e PU!l)()se of this SlUd~r was to investig<:lle the 이eClS of r:ostural changes 011 respiratolγ l11uscles 
and acoustìc ):J<-따IIllelen- of the children with spastic cel마Jral palsy. Nine children WiÚ1 spastic cerebral 
뼈Isy who required assislance “ hen walking were selected. The ages 01 tllC childnα1 1‘IIlged fmm 6 to 9 
years olcl. The phonaûon of l.he susLained vowel ω ancl 비e VOlce qu해i1.ies of eadl chilcl s lIch ‘IS funda 
memaJ fn:.'(juency (170: Hz). pitch vw;ation (j iucr: %), éU11pli tllde vanHtion (Shimmer: %) éU1c1 l10ise ro h~u. 

mOl1ic ratio (이버{) were ,malyzL'CI by Mul ti- Oimmsi‘maJ Voice I커"OgI깅m IMOVP l. T he muscle ‘Ict ivity of 
ù1ree l11ajor respiratorγ muscles: Pt'CLO마IS 11찌jor n1uscle. UI기)er 11견pezills musclc and rcctllS abdolminalis 
musc.le, were nx.~;μsllred by exrullining the roOl mmn squru.e OlMSl of 1he sllrface EMG [0 invesligate ule 
lI11r갱ct of changes in lhe adjusted sitling 1XJSture of each subjec l. 1→10ι'ever. the RMS of l:x:ctorali ~ 111깨OJ 

muscle 5hO\.\l1떠 n s ignigicí11ll difference (p<'05). S<.""'Condly. there \Vere 110 s igni1ïCélnl. differences in Fo 
j itter and Shimmer between IlI1e ancl 1'OS1 1x>s ture change, hut ulere \Vas a s ignifican1 difference in NI-IH 
(p<.IJ;,). The daμI were collected in each individual: once plior ancl once after the sÎlting 1::05lllre change 
~nle clata we:re an씨 æ d by V\iï lcoxon s igned I, Ulks- tesl LIsing SPSS vers ion 14.0 fOI 써ndows. 111(:' fincl 
”밍s ()f this stlld‘ ”’ene as f01l01V5: FirsLly. U1C HMS of U1~끄 1111.pe낀us ancl rectus alxlonnìmdjs 111uscle were 
not signifin :m tly different benveen pre éUlc1 pJst ~i tti ng puslure changes. From Ùle res lI.lts‘ it is co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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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t th e cbanges in lhe a이usted s itting IXlsnu-C decreases ù1e abnormal respiralory paltell1s i’1 lhe chil
c!ren wiLh spaslic cerebral palsy which is chamCLerizl떠 by thc hYIlCractiviw of lhc respiπIml")'" l11uscles in 
breathing 씨50. there i5 incl 앉t5ed on the voice qua1ilies in chi.ldren \ ... ~lh spuslic cerebral palsy 

Kcy Words: Acoustic parameters: !\djUSled silLing \.JOsture; Hespiralory ml l sc l앙‘ SpaSLÎc cerebl 띠 palsy 

[ . 서론 

정상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잇보다도 호홉의 

조질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생존을 위한 호홉은 주로 

횡격막과 늑을의 수축 탄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동적 

이며 수동적인 신체 기능이다 그러니 말을 산출하기 

위한 호홉은 늑골근과 복근의 긴띨한 작용에 의해 흉픽 

과 횡격악의 수축올 증가시키는 능동적인 신체 기능이 

다{Femmd， 2007: Neulllann. 2α121 이리한 늑골근과 

복공의 기능은 영아기부티 구르거나 앉고 서는 종력에 

저항송}는 움직임올 지속적으로 반복하떤서 습득된다(홍 

정선과 이해덕‘ Iffi7J 

뇌성마비 아동들은 뇌병떤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근긴장도외 주」동근과 길항근 긴의 수축과 이완의 블협 

용 둥이 나타나고 이깃은 특히 발성하는 동안 호홉근의 

활동 패턴에 영힘올 01 진디 이로 인하여 말올 산촌하 

기 위한 홉기와 호기의 유지 및 조절에서 문제가 알생 

하게 된다lßobalh， J써31 뇌성마비 아동들의 호홉 문제 

는 i살성의 시작파 l갈성 동안의 음성의 질(quaJi ly ) 지 

속시간( duraùon )‘ 크기(]ωdness) 및 높낮이(끼Ich J 둥에 

영향을 준다{홍정선과 이해덕‘ 1997) 특히 뇌성마비의 

하위분류 중 겸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들은 보통 어깨 

위쪽의 근육들은 01 비기 없으며， 조읍기핀의 운동성도 

제한되지 않아서 정상직인 딸 t넣응이 가능하다고 하였 

c}(Hm'dy‘ l없3J 그러나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틀은 

옴통의 근긴장도가 낫고 사세 안정 성과 운동성이 결여 

되고 다리의 경직으로 하지의 운동성이 떨어진다 이러 

한 옴통의 불안정성과 이와 관련된 히지의 긴상 . .5:.←로 인 

해 상지의 긴장이 지나치게 증기하고 호홉 렛 발생 기 

능의 어려웅옹 가중시켜서 이후 알 산출 문제는 심각해 

진디{홍정선과 이해막 ]ffiï) 

현재까지 정직형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어 

산출과 관련하여 연구들이 이푸이지 왔다 그러나 이러 

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집을 가지고 있는띠1 첫 

째 뇌성마비 이용들의 호홉 조응 및 발성의 개선에 대 

하에 기기를 사용한 씨관씩 평가보다 칭지각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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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측정이 대부분이었다(김선희， 2(0): 유재연 

llJffi 전병운과 서정은‘ 2007) 룰째‘ 선행 연구틀에서 

자세의 증요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김숙희 둥 2008‘ 김혜경과 권도하， 200)), 실세로 자새 

교정과 그에 따른 음성 및 조음 기능의 개선 결과에 대 

히여서는 제시히지 못히고 있디 셋째‘ 선행 연구들에서 

호홉 기능의 개선은 보고되었으냐 실제적으로 호홉 곤 

유의 개선에 대한 인급이 없었디(조명숙，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앉기 

지세 교정에 따른 경직형 뇌성마비 아웅들의 호홉근 중 

내흉근ü:x.."CLOrali s nk:!jor n ιI scle) ， 상숭모근(UI끼:>er bγ 

Ilezius muscleJ 및 복직근( rectus abdom1Ïnalis muscle) 

의 근전도상 실효값( rcx)[ n)C:m SQuare‘ RMS)을 통하 

에 호홉근 활동의 변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 

세 교정에 따른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들의 기분주차파 

수(Func1amental Frequen이/ : 1'0). 주파수변동룹 (pitch 

씨lIiaLi on: Jitter)‘ 진폭변동플(amplitude véui.ation‘ 

Shimmer) 및 소유대배음비(noise to bam "lOnic ratio 

Nlm )의 음향학적 측정치들의 변화에 마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체간 조절을 통 

한 앉기 자세 교정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들의 호홉근 

의 실효값에 변화가 있는가와 툴째‘ 세긴 조정올 통한 

앉기 지세 교정이 경직헝 뇌성마비 아동들의 음향학적 
측정치를에 변화른 실펴보고지 히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이 언구는 조산으로 인해 경직성 양하지 뇌성마비로 

진단받고 보바스 이린이 병윈에서 룹<òl 및 작엄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 중 호홉파 판련원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면서， 운동성 측면에샤 지지한 상데로 목립 

적 보행이 기능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니!상 아 

동들은 연구지와 의사소통이 가능히며 지세 유지를 위 

한 지시 따르기와 언어 이해가 가능힌 6-9세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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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남자 5명 ， 여자 4명 )이었다 대상 아동을의 재태기 

간은 26-3.5주이고， 출생 시 체증은 1,163 g-2，뻐) g이 

며， 출생 시 질식이 있었던 아동은 5명이었다 내상 아 

동 중에서 4명은 출생 시 초음따‘ 컴유터단충촬영 및 

자기공명단충휠영 검사에서 뇌실주앤액질연화증 

(peJiventlicular leukomalaeia: PVU이나 뇌내뇌출혈 

Unuèlvenuicular h잉T10πhage; I에 J)올 보였고， 나머지 

아동들은 특별한 이상소견올 보이지 않았다(표 1)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앉기 자세의 교정 전과 후에 각각 모음 / 

f /흘 발성하도록 하여 Fo, Jitter. ShimmeJ 및 N~U'{ 수 

치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모음 If / 발성의 순간에 

대흉근， 상숭오근 및 복직근의 근전도상 실효값의 변화 

를 측정하였다 

가 연구껄차 

1) 교정 전 자세 

예상 아동들마다 평상시에 앉는 것치렴 퉁받이가 없 

는 상태에서 앉도측 유도하였다 이때 각 아동틀은 양 

손 혹은 한손으로 유을 지냉하지 않으며 정면을 바라 

보고 발바닥이 땅에 닿도록 하였다 이렇게 앉은 자세 

에서 미흉근‘ 상숭오근 및 복직근에 전극올 부착한 뒤 

에 오음 /f /를 연장 발성하도록 유도한 상태에서 그 

근육틀의 근진도를 측정하였고 대상 이동륜의 음성올 

sor、N Hecording 뻐JW써kman(MZ R 잇X) I으로 표본 

윤을 fi) kllz로 선택하여 녹응한 내용올 Compulerized 

표 l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 성옐 나이 재대시간(주) 촌생시 체중{μ) 

S I 여 6 28 l.J에) 

S2 여 8 :l l 1.4'10 

S3 L”l 8 2H 1.200 

S4 여 8 28 1.310 

S5 납 6 35 2.앉;0 

S6 여 8 31 1.800 

S7 닙 n 낀i 1.1 63 

S8 님 9 :lH 1.800 

S9 닙 7 ‘30 1.700 

1I Model 4300ß. J(m' Elemeuics. U.S.A 
2> Ka)" Elcmetrics. l.'.S.A 

Speech Lι.1b(CSU"，를 사용 히 여 표온융(Sampl ing rate I 

2ZU퍼 뼈로 선택한 뒤 음성파일로 저장하었다 또한 음 

향학적 측정치를올 분석하기 위하여 Multi - Dimensiunal 

Voice ProgI<un(‘lO\lP)'’를 사용하여 표본율(sampling 
mte)올 fi) klll로 선IiII 한 후 야통이 3초간 모옴올 연징 

딸성한 구간을 시용하여 분석하였다(고도흥 동 '2OOlJ 

이러한 과엽올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2> 고l정 후 지세 

대상 아동들의 지세 교정올 위해 선행 연구(김선회 

풍 2OO'l: 장수정‘ 2005; Gisel 둥 2(XX))에서 재시한 자 

세를 참고로 하였으며 각 신체의 자세는 표 2에 제시 

힌 내용과 동일하도콕 유도하였다 대상 아동들에게 적 

용한 체간 교정올 통한 앉기 자세의 실혜는 그림 1과 

감다 대상 아동틀에 대한 올바른 앉기 지세가 유지됐 

는지는 뇌성마비 아동올 5년 이상 윌리치료를 한 경쩍 

이 있는 제 3연구자가 확인하였다 교정 진 자세와 동 

일한 방법으로 디!흉근? 상숭모근 및 복직근에 전극옴 

부착하고 모음 If /를 연장 발성하도흑 유도한 상태에 

서 대상 아-동들의 음성을 교정 진 자세에서의 옹성 녹 

음 때와 동일한 음성녹음기륜 사용하였다 이l대 아동의 

입과 "1이크외의 거리는 5 cm륜 유지하도팍 하고. 이러 

한 과업올 3회 실시하였다 

3. 명가 

기 근전도와 근전도 부착부위 

대상 아동들의 자세 교정 전과 후에 호홈근의 연화 

(N=9) 

질식 간진 "'1 손상 .!jI. 위 

뇌내뇌출헬 뇌설주떤맥신연화증 

* 

+ 

뇌내뇌출혈 

뇌내뇌줍혈 

에신수민백질연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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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jo엠)11 . 2<XXl'21에서 언 

급한 대흉근 상숭모근 및 꽉직근에 전극을 부착하였다 

이떼 대흉근은 액와 앞부분(anterior axillarv f이c!1에 부 

착하였으며， 상숭모근은 욕과 어깨의 정계부위langle of 

necl、 anc\ shou lc!er1에， 복직근은 배꼽으로부터 2 cm 정 

도 i영행하게 떨어진 부위애 부착하였다 본 연구자기 

아동에게 지세 교정을 하기 전과 후에 각각 3회의 근전 

도 값을 측정하여 평균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 

용한 근신도 717]"'1는 8개 채일의 표면 근전도 도구로 

그립 L 지 세 교정(앞/옆 ) 

표 2 올바른 앉기 자세 시에 각 신채의 위치 

힌국전푼윤리치료회f~ 1 지 세 16권 '11 2호 

PT K 、 u\. 16 No. 2 2009 

써 근윤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 근육의 이완 훈련 

및 근육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곤육으로부터 표 

면 근전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나 음성 기능의 평가 

뇌성마비 이동의 자세 교정 선과 후의 음행학적 측정 

치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CSL벼의 Mu씨l삐Jt띠ti-Di마mens잉slonαon떠때 1a패 a띠 I1 l 

Voice pr카rr맹땅ra띠11111미，(M])α)\\씨\11'ψ， 

고 다변적인데 음성의 운석에 있이서 ~mvp는 다차원적 

인 접근방법을 시용하므로써 음성장애 환자의 병적 음성 

괜만 아니라 정상 음성의 특질윤 파익얘}는데 도웅이 되 

는 옴성 분석 및 치료에 활용되는 기기이다 이때 온 실 

험에서는 Fι ]ittet ‘ Shimmet 및 NHR을 분석하였다 

다 평가 방법 

자세 조정 전 · 후의 표띤 근전도를 실시한 상태에서 

근육의 활성도를 보기 위해 실효값을 각각 3회 실시하 

여 평균값올 {!--출하였다 또한 녹음된 대상 아동들의 음 

성을 MDv끼〕로 분석하여 각각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자새 신세 부위 

세간 

필반 

정상적인 판용 긴장도와 안정 성 웅 갖.'ë.팍 하고 대칭석인 자세꽉 유지하도꽉 81 었다 

진냉징사(anterior lilU 또는 얘 앙경사(posteri or tiltl 되지 않도꽉 하였다 

어깨 

어띠 ~ 적주 

"1 "1 

낀갑골(scapu!‘ 1 1이 내신 혹은 91 선 되시 않으l니 좌우측으로 쏠피지 않도판 하였다 

01 피뉴 퓨괴 징얻응 이푸도쪽 한다 또한 척추가 과도하게 앞으로 구우러지거니Oordosi sl 혹은 

뒤모 >'부간|서지 l i< yphùsisl 않도꽉 하였디 

끄게는 약간 내 린 자세khin →tuck posi t ion)침 유지하고 열필은 정연응 보도옥 하였다 

표 3. 자세 교정 선과 후의 호홉근의 버끼S 측정치 

내흉근 승모끈 

고!정 신 교정 후 교정 낀 교정 후 

51 7.60 5.90 14 .20 12. 10 

S2 9.00 4.90 31.70 19.70 

53 10.90 8 α) 1.\.70 12.f)() 

54 16.20 9.50 2'1.20 23. 10 

55 22.00 11.00 17.50 20. 10 

56 18.40 lë.20 57.30 35.80 

57 11.00 9.1 0 20 잇〕 12.40 

58 11.30 12.20 19.70 17.1 0 

59 14.70 10.60 31.40 6.1.30 

:11 !VI ES 9α)() EMG s)'slel11. ~'fYOTnON IC5 NOnOMED. Inc .. U.5.A 
41 Kav ElemeIJ;c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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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직근 

쿄정 선 고[정 후 

3.50 4.90 

5.50 4.50 

5.50 5 “ ) 

9.80 9.10 

3.60 6 앉) 

10.80 7.20 

3.90 2.80 

3.00 2.H0 

2J써 2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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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 처리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l1 I ‘1.0의 통제 프로그생 

올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자세 

교정 전과 후의 근전도와 음향학적 측정 "1들 사이의 차 

이릉 비교하기 위해서 비모수 검정인 윌콕슨 부호 순위 

쭈j정 (Wilcoxol1 s igl1edτ，mks tesU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유의수준 a~.ffi에서 검정하였다 

ID. 결과 

] 채간 조절을 똥한 앉기 자세 교정 전 - 후 

의 호홉근에서 실효값의 차이 "1 교 

제긴 조절을 통한 앉기 자세 고l정이 겸직형 뇌성u} 

비 이동틀의 호홉근에서 실효값에 미치는 영헝옹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파 대상 아동틀의 자세 교정 전 

과 후의 대흉근 상숭모곤 및 복직근의 실효값은 표 3 
파 샅디 또한 앉기 자세의 교정 전 후의 호홉근 실효 

값에 차이가 있는 기를 알아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 

위 검징융 실시한 견과는 표 4와 같다 이때 상숭모근 

과 복직근은 자세 조정 전파 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대흉근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D) 

.lf 4 자세 교정 전과 후의 호홉근의 통계 분석 결파 

2 책간 조첼올 똥한 앉기 자세 교정 전· 후 

의 음성의 음향학척 측정치들의 차이 비교 

세간 조질을 통힌 앉기 자세 괴정이 경직형 뇌성따 

비 아동플의 음성에 마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아동들의 자세 교정 전과 후의 l카1. .J il lel 

Shimmer 및 NI뀌1의 측정치는 표 5외 같다 또한 앉기 

자세 교정 전 후의 음향학즈l 측정치뜰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워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집정올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1"0. Jiller 및 Shimmer는 자세 조정 

선과 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NHH에서안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IJ<.(D) 

N . 고찰 

본 연구는 제간 조철올 퉁한 앉기 자세 교정이 정직 

형 뇌성마비 。l동들의 호홉근과 응향학적인 측정치들의 

변화에 ul치는 영향올 안아보고지 하었다 이틀 위해 

경직앵 뇌성마비 이동듣윤 대상으로 자세 고l정 전， 즉 

팽상시처럼 앉도록 히여 세 가지 호홉근에 전극플 각각 

부착한 상태에서 모음 / 1 1률 딴성하도팍 한 다음 지세 

교정 후에도 모음 / 1 /를 말성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평균t표준전자 
N 

Ii 정 신 고!정 후 
x 

내흉균 9 l:l/15"1.71 9 ‘τ‘ + 2.57 2.549' 
상숭요든L 9 26.Æt 13 . .J8 22 ‘)4; 13.55 - 1. 1Hti 
꽉직긍 9 5.44 i 2.91 5.17 :t ~.2 J 5:1'1 

p<Jì) 

표 5 자세 교정 전과 후의 음형화적 변화 

Fo(\ 1z ) Jillcr(%) Shimmcr( %) NI-1H 
.iï'-정 진 쿄정 후 괴정 천 쿄정 후 고’정 ~1 교정 + ;I! 싱 ’ l 교징 후 

5 1 227 .23 196.-15 g..J6 :1.R4 18.50 \Î .\Î 5H 'l4 

S? z.J<1 .1 t 257.x1 3.20 1.63 7.90 fi.7:3 :!3 17 

S3 236.65 219.02 :l.4:l 1.90 14.81 10.69 3G "1.7 

5-1 2n5.0ll 2l:!2.67 L9.J 1.99 6.86 7.30 :!H 17 

S5 286.9 1 27 L.J3 2.1 5 :3.37 8. 15 R.31 1H 20 

S6 24 1 써) 24 l.i꼬 ι1.67 2. :μ1 15.93 10αl %’ 3:J 

57 272. 1<1 301.33 65 92 4.62 ‘ 1.59 1-1 1 :1 

SH 21i L:!3 ~42.72 1.0-1 I.QlJ ll.96 5.64 13 lG 

S9 :ßi.:J:J 247.71 4.64 1.66 2:3.45 8.5f) 76 2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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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세 교정 전과 후의 Fo . .Iitter. Shimmer 및 NHH의 통계적인 분석 결괴 

N 
평균±표준펀7.} z 

교정 신 교정 후 

FOl l1z J 9 265.27' :32.1 2 2S I.1 8'31.D5 1.36 

Jiltt>r(%) 9 3.46' 2.66 
Shimmer(Oι) 9 11 ω섬6.68 

NH H 33ι2 J 

p<.05 

자세 교정 전 후의 호홉근의 실효값과 음성의 음향학 

적 측정치들을 비교하였다 연구 절과， 체간 조정올 통 

한 앉기 자세 교정이 겸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호홉근의 

실효값의 앤화에 미지는 효과에서 대흉근 상숭모근 및 

복직근의 실효값 중에서 대흉근에서만 유의한 지이흘 

나타냈다 또힌 체간 조젤을 뚱한 앉기 자세 교정이 정 

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말성에샤 Fn. j ilter. Shimmer 및 

NHH 중 I\I-IH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첫째， 세간 조절올 흉한 자세 교정 신과 고l정 후 대 

상 이동들의 호홉끈들의 실효값을 비고!한 결과 대흉근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상숭모근과 복직근 

에서는 유의한 차이기 나타나지 않았디 이 연구에서 

대흉근에서 자세 교정 전 후 유의한 차이가 니다났다 

는 점은 뇌성마비 아동들의 일반적인 호홉패턴인 흉식 

호홉에 있어 종요한 역할올 담당히는 대흉근의 과활동 

성이 줄이든 것으로 괄 수 있올 것이다 한편， 이 연구 

에서 자세 교정 전 · 후 복직근의 실효값에는 유의한 치 

이가 없었다는 결과는 홉기와 호기 시 자세 변화에 따 

라 복직근 활동에 변화가 없었다는 Kera와 

Maruyama(20Q5J의 연구 걸파와는 일치하였지안， 지세 

조절올 통한 호홈 운동이 복직근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 

친디는 박리|준 등cηJ)J의 연구오}는 일지하지 않았다 

이처럼 박래준 둥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이유로는 

첫째， 이 연구는 1 회성의 자세 괴정올 통해 꽉직근의 

활성화를 측정한 것인 반띤 박레준 동의 연구는 지속 

적인 호홉 훈련을 흉한 꽉직근의 활성화를 측정한 것이 

기 때문일 수 있디 둘쩨 이 연구에서는 복 직근의 근전 

도 변화를 모음 !f /를 발쟁}는 상황에서 측정한 반떤 

반래준 동의 연구에서는 복직근의 근선도 띤화를 단순 

히 폐활향올 측정하는 상황에서 알아온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복 직근의 변화를 측정힌 상황적 측띤이 딜 

랐기 떼문이디 또힌 이 연구에서 자세 교정 진 후 상 

승모근의 실효값에는 유의한 치이가 없었다 

21 

2.081.97 • 1.48 

8.7913.70 - 1.60 

23i .08 -2.02' 

Valenzuela와 OnTIeno(20Q5)는 상승모근이 머리 자세를 

조절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히였다 이를 고려한 

다면 자세 괴정 전 - 후 상숭모근의 실효값에도 변화가 

있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 상숭모근의 

실효값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 이 유로는 이 연구의 예 

상 아동들의 운동 기능이 경도에 속하는 아동들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체간 조철을 통한 자세 교정 전과 교정 후 대 

상 아동들의 음향학적 측정치들올 비교한 결과 1"0‘ 

j ittel 및 ShumTIeI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 

띤 NI-IH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괴를 

표민적으로만 본다떤 음질과 관련된 세 가지 측정치 중 

하나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운에 자세 고l정에 따 

른 음성의 음질 개선은 미미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jitter외 Shimfl1e1 각각은 자새 

교정 전 ·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측 

정치의 평균값은 자세 교정 전에 비해 낮아졌다(J따el 

는 자세 교정 전 ~.46%에서 교정 후 2.00%로， 

Shiml1leI 는 자세 괴정 전 JJ 않%에서 교정 후 8.79%로 

낮이졌다) 또한 NI-IH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 평균값이 33에서 경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들 

올 고려해 보면 머리와 치l간올 정중선(mi이ine)에 오도 

록 지세를 조정하는 것은 상제 진만에 가해지던 긴장성 

올 떨어뜨리끄‘ 발성 시 성대와 후두의 과도한 긴정이 

줄이블띤서 성디|가 보다 더 규칙적으로 진동하도록 유 

도한디고 올 수 있다 실제로 CSL의 MDVP에서 NHH 

을 도출히는 알고리즘을 고려해 보연(](ent와 Ball. 

2(XX)) 이I-TH은 jitt잉와 ShinU11er에 의해 결정된다 결 

국 자세 Ji!정 진 후의 ji tler와 Shimær 값의 변화가 

NH1{01 통계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도록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또한 사세의 조정을 홍해 인두강과 같은 공 

영강이 정상에 기J갑게 펑에 후두원음(buzzi ng sound J의 

공영이 개선되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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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측정치에서 나타난 표준연치를 고려해 봐도 

자세 교정이 음성 개선에 영향올 미친다는 것올 얄 수 

있다 Fo의 표준편차는 자세 괴정 전 32. 12 Hz에서 교정 

후 31.95 Hz로 변화가 거의 없었디 반연 Jitter의 표준 

연차는 자세 교정 전 2.66%에서 교정 후 'J7%로 낮야 

졌고‘ Shimmer의 표준연차도 자세 교정 전 6.68%에서 

교정 후 3.70%로 낮아졌고， Ntffi의 표준편차도 자세 

교정 전 21에서 교정 후 æ로 낮아졌다 아지럽 음질 

과 관련된 세 기지 측정치 모두의 표준연차가 낮야였 

다 이는 경직형 뇌성따비 아동을의 성대 접촉이 자세 

교정 전에 배해 자세 교정 후에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는 점올 시사하는 것으로 올 수 있음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헤보연 음성 산출에 있어 자세 

의 정열(띠ignment)이 음성 기능올 최적화시키는데 하나 

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한 A.rboleda와 Fr떠elick(2Oæ)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살 수 있다 따라서 정 

직형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간 조절올 통한 자 

세 교정이 음성올 개선시킨다고 볼 수 있올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체간 조젤올 통한 앉기 자세 교정이 징직 

형 뇌성따비 아동의 호흉근과 음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 

를알아보고자하였디 

첫째 체간 조절을 통한 자세 교정 선과 교정 후 내 

상 아동들의 호흉근의 실효값올 비교한 질과 내흉근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냐타난 반연. ^J-=숭모근파 복직근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룰째， 제긴 조절을 통힌 자세 교정 전과 교정 후 대 

상 아동들의 음향학적 혹정치들올 비교한 결과 1'0, 

]ittel 및 Shimrner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 

면 NI-ffi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을올 종합해 보연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을올 대상으로 머리와 제간의 자세 교정이 일반적 

인 호홉 패턴인 흉식 호홉에서 중요한 대흉근의 과활동 

성을 감소시키고， 성대의 접촉성을 제한적이나마 개선 

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 

정으로는 첫째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이 산출 

파 관련된 특정 근육들의 개선과 그에 따른 특정 기능 

의 개선올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디 즉‘ 발성근 

육들(예 악설골근)의 개선과 그에 따른 발성 기능(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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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도조젤)의 변화를 측정;;]-는 띤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틀째，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 수가 적었으므로 이후 내 

상자의 수릎 증가시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연 

이 연구에서 JitteJ와 Shimmel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지안 대상자의 수를 증가시킬 경우 디른 결과 

를 얻을 수 있올 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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