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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e case of spas디c dysarthria patients, their posture because asymmetrical due 10 excessive muscle tension, and 
an unstable breathing pattem becomes visible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measured and compared the 
effects of trunk rea1ignment and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on the maximum phonation time and 
intensity in phonation of spastic dysarthria pa디ents. Møthods Trunk realignment was based on Bobath treatment, using 
PNF for respira디on exercises. Patients were manually σeated considering inspiration and expiration. A laptop computer 
and a headset with a rnicrophone were used 10 measure the change of maximum phonation time in order to determent the 
irnprovement in phonation, and the sp야ch ana1ysis program Praat (ver. 5329) was insta11ed into the computer for 
eva1uation to achieve a more 。이ective date presentation. Each test subjects went through a total of 26 sessions which 
lasted 30 rninutes for 5 days a week, the sessions were divided into the prelirninary stage (3 sessions), the treatment 
stage (20 sessions), and the post treatmen1 stage (3 sessions).The collected data compared and ana1yzed the change of 
phona디on intensity and maximum phona디on time through visua1 graphs and average value of the desc.디ptive statistics. 
Results First, respira디on exercise with trunk realignment and PNF was measured by Praat, a speech analysis program, and 
found out its effect on increasing the maximum phonation time in the patients with spastic dysarthria. Second, respiration 
exercise with trunk rea1ignment and PNF was measured by Praat, a sp않ch analysis program, and found out its effect on 
increasing the phonation intensity in the patients with spas디c dysarthria. Conclusions This study affected on the spas디c 
dysarthria patients to make them experience the norma1 respiratory pattems and speaking in proper positions by treating 
them with Bobath πunk realignment 뻐d PNF for a positiv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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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비말장애는 중추 혹은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말 산출기전에서 

근육 조절 장애가 일어나 근육의 운동 능력이 익벡되거나 속도 

가 느려지게 되고 협응이 되지 않는 말^cf애를 말한디-(DarIey ， 

Aronson & Brown, 1969, 1975). 마비말장애 환.-^r들은 발 

성， 공명， 호흡， 조음， 운율에 있어서 많은 기능적인 문제들을 

보인다. 

침상 및 휠체어에 장시간을 보내는 경직형 마비말장애 환 

자들은 환측뿐만 아니라 건측의 근 긴장도에 따라 체간을 중심 

으로 자세 비정렬 상태를 보인다. 특히 이러한 비정상은 호흡 

근육과 체간의 정상적인 자세조절에 영향을 끼쳐 흉곽의 움직 

임과 호흡근의 세기를 저하시거는 것과 연관이 있다{Howard 

& Rudd et al., 2001; Butler, 2007). 호흡기능의 손상은 체 

간의 기능장애와 호흡 근육 익화를 가져온다-(Teixeira & 

Salmela et al., 2005) 

Brookshire(1992)는 ̂cf애 등으로 인한 언어손상의 정도를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고 독립적인 구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감 

각자극， 근력강화， 근육조절， 및 자세교정 등을 제시하면서 호 

흡조절 능력 및 효용정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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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간 재정렬을 골반을 통해 흉부와 

척추의 운동성을 개선하고 근 긴장도를 감소시거며 고유수용성 

신경근촉진법에 의한 호흡운동을 도수접촉을 통해 qr화된 근육 

을 정상적이고 적절하게 호흡근육을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정 

상적인 호흡 패턴을 경험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음성프로그램 

Praat( ver. 5329)를 이용하여 앉은 자세에서의 발성에 미칠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12년 10월 11 일부터 11월 16일까지 경기도 수 

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B병원에 입원한 경직형 마비말%배 환 

자 중 발병일이 6개월 이상인 남자 3명을 대상으로 주 5회， 26 

회기， 30분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형 마비말징F애로 진단받으며 발병 6개 

월 이상인자 

2) 자세적으로 비대칭적이며 모음 /a/ 발성시간이 10초 이내 

로짧은자 

3) 근 긴장도가 Modifide Ashworth Scale 기준으로 G1 이 

상인자 

4)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판별검사가 24점 이상으로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참가에 동의한 자 

5) 비흡연자 

6) 언어치료를 받지 않는 자 

7) 기관절개술을 받지 않은 자 

2. 실험도구 

본 연구는 체간 재정렬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을 이용한 호 

흡운동을 통해 뇌손상으로 인한 3명의 경직형 마비말징F애 환자 

의 발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대발성지속 

시간(MPT)과 발성강도(dB)의 변화를 노트북 컴퓨터(XNOπ 

LGR40, LG, 한국)와 口에크가 부착된 헤드셋Dynarrúc Stereo 

Headset LGH400, LG , 한국)을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 

료 제시를 위하여 Praat( ver. 5329) 음성분석프로그램을 노트 

북에 다운받아 평7댄}여 알아보고자 한다 

3. 실험 절차 

체간 재정렬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호흡운동은 운동치료 

실에서 진행되었다. 대상자는 앉은 자세에서 치료대의 가장자 

리에 대퇴부의 1/2 갚이로 걸터 앉아 무릎을 90。 구부리고 양 

발은 지변에 닿게 하여 하지를 재정렬시킨다. 대상자의 양팔을 

기초선 충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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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상자별 최대발성지속시간의 변화 

도구를 이용하여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지지하고 체간의 재 

정렬을 위해 대상자의 골반을 중심으로 전방경샤 후방경사， 측 

방경사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능동적으로 치료 

사와 함께 옴직인다 체간의 정렬을 유지하며 천천히 누울 수 

있도록 대상자를 이동시킨다 대상자는 바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그라고 앉은 자세의 순서로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을 이용한 호흡운동을 실시하였다. 적용된 치료기법은 율동적 

개시， 유지-이완， 반복신장， 등장성 혼합을 적용하였다. 발성에 

대한 자료의 채취는 최대한 소음이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의자 

나 휠체어에 앉은 자세로 입과 헤드셋 마이크와의 거리는 10 

cm , 각도는 45。를 유지하였다. 최대한 코로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모음 /a/를 발성하는 방식으로 발성의 세기는 중정도 

로 하게 하여， 치료사가 1회 시범을 보이고 2-3회 연습과정 

을 거쳐 총 3회 실시하였다 최대발성지속시간은 발성의 강도 

가 관찰되는 시작과 끝부분을 지정하여 그 길이가 가장 긴 수 

치를 측정하였고， 발성강도가 가장 크게 나온 수치를 함께 측 

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æ;j샤3:1. j]상 

성별 남 남 남 

나이 57 60 63 

발병일 2010. 04. 10 2012. 02. 22 2011. 03. 05 

뇌손상부위 MCA cbr, Pontine MCA 

마비부위 오른쪽 
。。E-E1 

오른쪽 
(오른쪽 우세) 

MMSE-K 26 27 24 

TIS 2 4 2 

MAS G2 G1+ G2 

TI5 = 앉은 자세의 정적 균형 총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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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기초선 단계C3회기)， 중재 단계(20회 

기)， 유지 단계C3회기)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그 

래프와 기술 통계량적 평균값을 통해 최대발성지속시간과 발성 

강도의 변회를 비교 · 분석하였다 연구의 설계는 단일 대상 연 

구 방법Csingle subject research)의 반전설계 중 ABA설계를 

사용하였다. 

川.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으|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형 口}비말장애 환자 3 

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2. 대상지에 따른 최대발성지속시간과 발성강도 변화의 값 비교 

1) 대상별 최대발성지속시간의 변화 

체간 재정렬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에 의한 호흡 운동 

표 2. 대상자벌 최대발성지속시간 

1 1.37 

기초선단계 2 1.31 

3 1.29 
1 2.85 

2 3.47 

3 4.54 
4 7.16 

5 5.78 

6 6.54 

7 4.64 

8 6.44 

9 6.38 

중재 단계 
10 6.89 

11 6.90 

12 7.81 

13 7.34 

14 7.72 

15 8.19 

16 8.95 

17 8.23 

18 7.37 

19 8.17 

20 8.87 
1 7.32 

유지 단계 2 6.83 

3 4.58 

김찌석，황영용;황영견 

을 경직형 마비말징배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최대발성지속시간 

의 증기에 영향을 미쳤다. 

대상자 1의 최대발성지속시간의 단계별 평균은 기초선 단계 

1. 32초， 중재단계 6.71초 그리고 유지단계 6.24초를 보였다 

대상자 2의 최대발성지속시간의 단계별 평균은 기초선 단 

계 2.92초， 중재단계 5.42초 그리고 유지단계에서 4.72초를 보 

였다， 

대상자 3의 최대발성지속시간의 단계별 펑균은 기초선 단 

계 1.1 2초， 중재 단계 3.94초 그리고 유지 단계에서 3 .05초를 

보였다. 

2) 대상자벌 발성강도의 변화 

체간 재정렬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에 의한 호흡 운동을 경 

직형 마비말징}애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발성강도의 증가에 영 

향을미쳤다 

대상자 1의 발성강도의 단계별 평균은 기초선 단계 55.13 

dB , 중재 단계 63.37 dB 그리고 유지단계에서 65.13 dB를 

보였다. 

3.20 1.22 

3.36 0.97 

2.22 1.17 

3.55 3.01 

3.91 3.79 

4.56 3.07 

5.11 3.81 

5,80 4.02 

6.95 2.31 

5.57 4.03 

7 .44 3.12 

6.77 2.92 

7.38 3.56 

5.95 4.48 

5.74 4.20 

4.77 4.77 

5.14 4.67 

4.88 4.09 

2.84 5.09 

4.92 4.08 

5.50 5.31 

5.60 4.25 

6.05 4.29 

5.03 3.14 

4.90 2.98 

4.24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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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상자별 발성강도의 변화 

대상자 2의 발성강도의 단계별 평균은 기초선 단계 63 .49 
dB , 중재단계 69.25 dB 그리고 유지단계에서 67 .48 dB를 보 

였다 

대상자 3의 발성강도의 단계별 평균은 기초선 단계 67.77 

dB , 중재단계 71.49 dB 그리고 유지단계에서 72.69 dB를 보 

표 3. 대상자별 최대발성강도 

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보바스 치료의 체간 재정렬에 따른 

BOS와 COG의 상관관계에 따른 중심이동능력， 체간의 신경 

근 활동 촉진， 흉곽 및 흉추의 움직임 범위의 증진에 영향을 

미쳤교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에 의한 호흡운동은 경직형 마 

비말^cJ애 환자의 경직되고 9벅된 근육을 이완 및 강화시킴으 

로써 최대발성지속시간과 발성강도의 증가로 효과가 있었다 

IV. 고찰 

최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 및 뇌혈관 질환 

으로 인한 뇌졸중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경직형 마비말 

장애는 상위 운동 신경원의 손상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외상성 

뇌손상의 10~60%， 뇌졸중의 20~30%에서 나타난다(Samo， 

Buonaguro & Levita, 1986; Warlow et a l., 19%). 

1970년대 이후 마비말조}애가 여러 문헌이나 연구에서 다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마비말^cJ애의 임상적 특정을 이 

용해 이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명7t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마비말징F애의 치료기법이나 그에 따른 

l뺀틀 tH識 1 대짧 2 대識4한팍. 
단위(dß 

1 55.77 57.82 66.16 
기초선 단계 2 56.00 69.60 69.27 

3 53.62 63.07 67.88 
1 57.84 63.35 70.31 
2 59.87 60.71 71 .53 
3 60.94 65.36 70.73 
4 61.15 70.16 68.61 
5 59.77 74.25 70.24 
6 61.97 67.43 71.68 
7 63.23 68.75 71.49 
8 64.25 74.12 71 .59 
9 63.79 72.20 71.37 

중재 단계 
10 64.73 76.09 70.67 
11 65.87 70.92 69.76 
12 60.74 68.74 71.26 
13 60.11 67.61 71.19 
14 65.15 72.03 70.18 
15 61.80 70.23 71.82 
16 64.83 66.99 73.44 
17 69.22 66 .46 72.02 
18 67.44 67.94 74.30 
19 68.22 69.24 72.59 
20 66 .52 72.61 75.17 
1 65.01 69 .45 74.93 

유지 단계 2 66.34 66.68 72.23 
3 64.05 66.31 7() ‘ 92 

28. 깨e Effects 01 Respirato깨 Exercise through Trunk Re-alignment and Proprioæ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on the Phonation in Patients 뻐th Spastic 이sarthria 



효능，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Sellars et al., 

2005) 

지금까지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자세 및 호흡운동에 대 

한 연구는 많。l 이루어졌지만， 성인에 대한 경직형 마비말장애 

환자의 자세 및 호흡운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김재현(2000)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유 

수용성신경근촉진법을 통한 흉곽 저항운동 및 횡격막 저항운동 

을 실시하였을 때 폐기능을 향상시켜 폐조직의 확장과 흉곽의 

움직임 증진， 호흡근육의 강화 및 지구력 증가에 도옴이 된다 

고 밝혔고， Hodges 등{2000)은 최대 호기압과 제간 손상도의 

상관관계를 횡격막과 체간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복근과 내늑간 

근 힘의 결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체간의 안정성이 요구되어질 때， 특별히 복횡근과 

횡격막과 같은 호흡 근육들이 기능적인 변화를 한다고 말하였 

다. 그리고 Raes & Clement(1 996)은 음성 소탤에l 대한 명가 

로 공기 역학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호흡 즉， 폐휠량의 차이로 

인한 최대연장발성， 발성지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 

음을 밝혔으며 이는 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김혜경(2004)은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고유수 

용성신경근촉진법을 이용하여 호흡근의 활동을 증진시켜 근 활 

동 값， 폐활량， 최대연장발성， 발성강도가 증가하여 구어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조명숙{2005)은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채간과 머리자세조정이 최대발성지 

속시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자세조정 이후 최 

대발성지속시간의 개선을 보였고， 유영진(1999)은 성인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흡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최대연장발성시간은 증가되고 교호운동속도 읽기 소요시간의 

개선 및 운율 능력과 표현 능력 등이 향상되었다는 선행 연구 

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를 통해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형 마비말징L애 환자 

가 체간 재정렬을 위한 보바스 치료와 고유수용갱신경근촉진법 

에 의한 호흡운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발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얄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환자 개인의 특성 

에 맞는 바른 체간 정렬의 치화 반드시 필요하며 정상적인 

호흡운동을 학습하기 전에 올바른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 병원에 입원 중인 뇌손상 

으로 인한 경직형 마비말징F애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경직형 마비말-^J애 환자어l 

게 일반화 하여 해석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이다. 

김재석.황병용，황영진 

v. 결론 

본 연구는 보바스 치료에 의한 체간 재정렬과 고유수용성신경 

근촉진법에 의한 호흡운동을 음성분석프로그램 praat를 이용하 

여 최대발성지속시간과 발성강도에 미칠 효과를 일아보았다. 

본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간 재정렬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에 의한 호흡 

운동을 경직형 마비말징}애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최대발성지속 

시간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체간 재정렬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에 의한 호흡 

운동을 경직형 마비말징F애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발성강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러한 제간 재정렬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에 

의한 호흡운동과 기존의 조음 및 연하기관 프로그램， 동작 및 

자세분석기기를 통해 시각적 피드백을 주며 공기역학적인 분석 

등을 병행함으로써 발성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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