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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for Predict of GMFM Scores according GMFCS Grade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over 7 Years Old 

Dong-Hui Shin P.T, Sun-Gyu Lim, P.T., M.S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in pediatric, Severance Rehabilitation Hospital, Yeonsei Universiη Health System 

PurpOSB πl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nn change of GMFM scores according GMFCS over y탱rs in children 
with cerebra1 p외sy. This study was designed to make the treatment the plan to physical therapist according over ages in 
children with cerebra1 palsy and to help their parents to infonn about predictable change of their .children. Methods 101 
children who was treated to 30. Jan. 2014 from 1. Mar. 2010 and diagnosed in cerebral palsy, and more than 7 ye하s old 
participated this study and data were colIected GMFM scores and GMFCS from expertise physica1 therapist total 8 times 
at once for sÏx month. The participation were devided subtype of 38 diplegia, 20 hemiplegia, 29 quadriplegia, 10 athetoid 
3 at없ia 1 hypotonia. We perfonned Repeated one way ANOVA and paired t-test in order to verify change of GMFM 
scores according over time and to confrrm the difference of GMFM scoresbetween pre and post according GMFCS grade 
using by SPSS ver 20. O. Results πlere was significantly change of GMFM score according GMFCS grade in case of 
children over 7 ye따s old and there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of GMFM scores between pre and post of 
measurement(p<.05). Conclusion We suggest that GMFM score interacted with GMFCS grade and we could see changes 
of GMFM scores more than 7 years old children with cerebra1 pa1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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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성마비는 미성숙된 뇌의 병변이나 장애로 인하여 태아 시 또 

는 생후 첫 2년 이내 발생하는 비진행성 장애를 말하며 운동과 

자세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증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성장하면서 운동 기능의 발달장애쁜만 아 

니라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 

리고 뇌성마비의 발생률은 신생아 1 ，000명 중 2-2.5명으로 높 

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장애가 환자의 일생 동안 지속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발생률은 높으나 쉽게 치료되는 타 질 

환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신경학적으로 비진 

행성 장애를 가지는 뇌성마비 환아들은 실제 임상적으로 나이 

가 옮에 따라 대동작 기능 수준이 달라집을 얄 수 있다 . • 

Rosenbaum and colleague( 등은와성마비 대통작r기능 
평가(GMFM)를 통하여 뇌성마비 예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657명의 뇌성마비 환아를 나이와 대통작 기능 수행 

분류 체계(GMFMCS)로 분류하여 대통작 기능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 그들은 GMFM으로 평가된 운동 기능을 대동작 기능 

분류 체계와 연관된 5개의 운동 발달 곡선을 만들었다 이 곡 

선을 통해 니아에 따른 기능적 능력의 제한을 예측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GMFMCS I II 수준이 아이들은 기 
능적인 석퇴가 없었으나 GMFCS III N V인 아이들은 GMFM 

평균값이 6-7세경에 최고 점수에 도달한 후 그 점수가 감소되 

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뇌성마비 환아들의 유형과 GMFCS 

Level에 따라 분류하여 추적 조사한 후 나이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자 힘이다 보호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의 예후 변화 

에 대한 객관적은 정보 제공하고 지료사들에게는 환아에 따른 

개별적 치료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힘이다. 실제로 임%에 

서 학령기 뇌성마비 환아들을 치료하다 보면 7세 이상 뇌성마 

비 환아들에게서도 기능증진을 쉽게 볼 수 있다 본 연구 가설 

은 7세 이상 뇌성마비 환아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대동작 기 

능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동작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 이고 

그것을 4년간의 추적을 통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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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소재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소아물리치료실을 

2010년 3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치료를 다니고 있 

고 뇌성마비로 진단받은 7세 이상의 환아 101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나이에 대한 평균값은 약 8세(96.42:!:23.605 month)이 

다. 그중 남자는 64명(63.3%) ， 여자는 37명(36.7%)이었다 

손상 부위에 따라 diplegia 38명， hemiplegia 20명， 

quadriplegia 29명， athetoid 10명， ataxia 3명， hypotonia 

1명으로 분류하였다{표 1). 

2. 연구방법 

환아들을 1 년 동안 GMFCS와 GMFM-88를 사용히여 3개월에 

한 번씩 총 14회 이상 평가하였다 하지만 사정에 의해 누락분 

을 고려하여 6개월에 1회씩 수집하여 연구 기간 동안 총 8회 

의 평가값만 사용하였다. 평가는 숙련된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3. 자료처리 

측정된 자료는 PASW (SPSS ver 18.0)로 분석하였으며 7세 

이상 뇌성마비 아동들이 시간경과에 따라 GMFM 변화가 있는 

지 확인하고 뇌성마비 유형， GMFCS level에 따른 GMFM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동일한 대%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을 두고 GMFM을 측정하였으므로 반복측 

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OVA) 중 일원 반복측 

정 분산분석(one way repeated measured ANOVA)을 사 

용하였다. 그리고 뇌성마비 유형별， GMFCS level별 측정 전 

후 GMFM 평균값 비교를 위해 Paired t-tεst를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a=.05로 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우1 명〕 

-‘:m:Tflti( __ 믿w::a톨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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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MFCS level별 환아의 연령에 따른 GMFM-66 score의 
변화 

11 1. 연구결과 

1. 뇌성마비 유형에 따른 각 시간대별 GMFM score 변화 

검정 및 대동작운동기능평가 점수의 변화 

시간에 따른 GMFM score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 

이가 있었다(표 3) 그리고 GMFM score는 뇌성마비 유형에 

의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변하였다{p<.05)(표 4). 뇌성마비 

분류에 따른 GMFM변화 곡선을 보면 GMFM 평균값이 가장 

높은 순으로 편마비형， 양하지마비형， 운동실조형， 무정위형， 

사지마비형， 저긴장형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F하지마비형은 

초기 측정값 80.66점에서 마지막 측정값이 86.53점으로 5.87 

점 증가하였다. 편마비형은 초기 측정값 89.68점에서 91.93점 

으로 2.25점 증가하였다{p<.05). 사지마비형은 초기 측정값 

19.95점에서 마지막 측정값 23.07점으로 3.12 증가하였다. 무 

정위형은 초기 측정값 37.85점에서 마지막 측정값 39.65점으 

로 1.8점 증가하였다. 실조형은 초기 측정값 62.71점에서 

66.09점으로 3.38점 증가하였다. 저긴장형은 초기 측정값 

1 1.67점에서 15 .57점으로 3.9점 증가하였다{그림 1). 

2. GMFCS level에 따른 각 시간대별 GMFM score 변화 

검정 및 대동작운동기능평가 점수의 변화 

시간에 따른 GMFM score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 

이가 있었다{표 5). 그리고 GMFM score는 GMFCS level에 

의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변하였다{p<.05)(표 6). 그리고 

GMFCS level이 낮을수록 GMFM 평균값은 상승하였다 

Level별로 확인해 보면 GMFCS level 1 에서의 GMFM 

score 변화는 초기값 95.29점에서 마지막 측정값은 98.06점으 

로 2.77점 상승하였다. GMFCS level 2에서의 GMFM score 

32 • The study for predict of GMFM scores according GMFCS grade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over 7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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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으로 3.52점 증가하였다'. GMFCS level 4에서의 

GMFM score 변회는 초기값 39.66점에서 41.82점으로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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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뇌성마비 환아의 예 

후에 대한 코호트 연구 중 Ontario Motor Growth (OMG) 

를 사용한 연구는 처음 뇌성마비로 진단한 환아 657명을 4년 

간 추적 조사하였다. 대상자들을 GMFCS level별로 분류하고 

GMFM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나어에 따른 운동 발달 

곡선을 제시하였고 이 곡선 안에서 환아들의 기능이 최고점에 

IV. 고찰 

그림 2. GMFCS level에 따른 GMFM 변화 곡선 

표 2. 다변랑검정(GMF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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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는 시기는 7세였다{Rosenbaum et a1., 2002) 그래서 

우리는 7세 이상의 국내 뇌성마비 환아들의 대동작 기능 변빽l 

대해서 궁금하였고 어떠한 추세로 변회하는지 확인하고자 본 연 

구를 시작하였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GMFM score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GMFM score는 뇌 

성마비 유형에 의해 그리고 GMFM score는 GMFCS level에 

의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이재원과 정은정， 

2013). 본 연구 결과는 뇌성마비 유형과 GMFM 평균값의 관 

계에서 Beckung 등(2007)은 경직형 편마비 유형의 환아들의 

GMFM 평균값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6세에서 10세라 

고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 

왔으며 우리의 연구에서는 모든 뇌성마비 유형의 경우에도 7세 

이상 환아들에게서 GMFM 평균값의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Rosenbaum 등((002) ， Haries 등{2004)이 제시한 연구 결과 

와 유사하였으며 GMFCS level에 따른 7세 이상의 뇌성마비 

환아들은 시간이 경과햄1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GMFM 

의 상승을확인하였다. 

강성훈 등{2012) ， 김진/생2012) ， 김성경(2012)은 7세 이 

상의 경직형 뇌성마비 환아들은 근력강화운동을 바탕으로 구성 

된 신경발달치료를 받거나 수중운동치료를 받은 후 대동작기능 

의 점수와 자세균형평가점수， 보행평가 시 유의하게 증가되었 

다 보고하였다 우리의 연구결과는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신경 

발달치료의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 수가 101명으로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했 

을 때 그 수가 적었고 대상자는 주로 수도권 거주 아동이었으 

므로 뇌성마비 환아 전체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다. 또한 아동의 지능 정도， 시각정보의 수준， 보호자의 의 

식， 의료적 서비스의 기회와 내용 등에 따른 여러 변수의 영향 

력을 감안하지 못했다. 

v. 결론 

본 연구는 세브란스 재활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7세 이상의 뇌성마비 환아 101명을 대상으로 4년간 GMFM을 

추적 조λ봐였고 뇌성o~비 유형， GMFCS level에 따른 GMFM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간의 변회에 따라 7세 이상 

의 뇌성마비 유형과 GMFM, GMFCS Level과 GMFM간의 관 

계를 보았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7세 이후에도 뇌성마비 환아들의 대동작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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