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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뇌성마비아동의 신체  기능과 기능 인 능력에 한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아동의 사회  능

력,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활동, 근육활동 간의 상 계를 연구하 다.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아동 43명

을 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회  기능, 일상생활활동, 의사소통능력, 동작활동과의 상 계에서네 

역 모두 유의미한 상 계를 보 다. 특히 사회  기능과 일상생활활동과 하부항목 간의 상 계에서 높

은 상 계를 보 다. 한 사회  능력의 하부항목들과 의사소통능력과의 상 계가 높은 반면 근육활

동과의 상 계에서는 낮은 상 계를 보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활 역에서 뇌성마비 아동들의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에 을 맞추기 해 기능의 사회 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amongst the social function, communication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gross motor function beyond existing research on physical function and functional capacity in cerebral palsy. 43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social function, communication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gross motor function. The greatest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social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ignificant higher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items of social function and communication, but 

were lower between social function and gross motor fun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we consider the social aspects of function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in the area of rehabilitation in order to focus on the problem in re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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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성마비는 아기 혹은 태아기에 뇌의 손상으로 

인해 움직임과 자세의 발달에 문제를 가진다[1]. 이러

한 문제와 함께 감각손상, 지각손상, 인지결함, 의사소

통문제, 행동의 문제, 경기, 이차 인 근골격계 문제, 

활동의 제한 등의 문제를 가진다[2-4]. 이러한 문제들

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일상생활활동과 다양한 역

에서의 참여의 제한을 래한다[5-7]. 이러한 뇌성마

비  발달지연아동들은 신체  기능, 언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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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기능, 사회  기능 등 여러 역에서의 발달에 

제한을 갖는다. 이러한 발달의 제한은 아동들이 실제 

생활(Real Life)에 응하는데 많은 제한을 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뇌성마비아동  발달지연아동의 치료

는 주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심으로 활동의 제

한에 을 맞춰 기능  움직임의 문제와 자세의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8]. 이러한 결과는 실제생활

의 참여에 있어서 뇌성마비아동  신체  장애를 가

지는 아동들과 정상 아동과 비교했을 때 참여가 낮고 

이러한 낮은 참여는 기술 발달, 건강, 동료 래 계, 

우정 쌓기, 독립심과 자율성과도 련을 가진다고 보

고하고 있다[9-10].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

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에서 참여에 한 정의를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 ·

개인 ·물리  환경 속으로의 포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 이러한 정의는 실제생활에서의 참여가 건강

과 장애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 기능의 사회 인 측면

을 강조하고 있다[12]. 따라서 재활 역에서 최근의 

심은 장애를 지닌 아동들의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

에 을 맞춘다. 치료사들은 아동 개개인에게 참여

의 선택권을 주고 발달에 맞게 실제 생활을 목표로 

재해야 한다[8]. 이를 해서 다양한 역에서 장애

를 지닌 아동 개개인의 발달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특히 몇 년 부터 국외에서는 뇌성마비아동의 참

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최근 들어 국내

에서도 작업치료사들에 의해 뇌성마비 아동의 사회  

능력과 사회 참여에 많은 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지 [13]은 뇌

성마비 아동의 활동능력과 참여 사이의 상 계 연

구를 통해 이동, 교육, 사회  활동 역에서 활동 능

력과 참여 사이의 유의한 상 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은 [14]은 뇌성마비아동의 참여빈도질문지의 심리

학  특성에 한 연구를 통해 뇌성마비아동의 참여

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유용함을 밝혔다. 김세연 등

[15]은 학령기 아동을 한 활동 참여 평가도구의 개

발을 목 으로 국내 아동의 활동 참여 평가도구를 개

발하 다. 아동들은 사회 활동을 통해 발달과정에서 

삶의 기술들을 습득하고 창의성을 표 하며 자아정체

성을 발달시킨다. 한 친구 계를 형성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유지한다[5]. 이와 련한 연구들은 재

활 역에서 재의 주요 목표로 신체 인 기능과 기

능 인 능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활동과 다양

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둔

다[10]. 따라서 본 논문은 뇌성마비아동의 신체  기

능과 기능 인 능력에 한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아동의 사회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활동, 

근육활동 간의 상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실제생활에서의 사회  능

력과 의사소통능력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상

2.1 연구 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2013년 6월에서 8월까지 제주

에 치한 N 재활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로부터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아동들을 상으로 하 다. 보

호자의 동의를 얻어 뇌성마비 아동 43명을 상으로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이 어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던 장애아동들에 해 평가를 실시하 다. 

동작 활동은 뇌성마비아동을 10년 이상 치료한 물

리치료사가 평가하 으며 일상생활활동, 사회  기능, 

의사소통기능 한 뇌성마비아동을 10년 이상 치료한 

작업치료사가 평가하 다. 평가 시 치료실 내에서의 

찰과 보호자의 면담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 다. 

2.2 연구도구

1)아동기능발달평가(Pediatric Evaluation of Disa-

bility Inventory: PEDI)

PEDI[16]는 1992년 미국에서 개발된 표 화된 평

가도구로 신변처리(Self-Care), 이동(Mobility), 사회  

기능(Social Function)의 3가지 역에서 아동의 기능

 능력과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이다. 3가지 역

들은 각각 다른 내용들로 평가가 되는데 기능  기술

은 아동의 기능  능력으로 평가되고, 보호자의 도움

(Caregiver Assistance)과 조정/변경(Modification)은 

아동의 수행 정도로 평가된다. PEDI는 기능  기술, 

보호자의 도움, 조정/변경 부분에 각각 3개의 역(신

변처리, 이동, 사회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

 기술 부분은 총 197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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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1 ’과 ‘할 수 없다 0 ’인 명목척도를 사

용한다. 보호자의 도움부분은 총 20개의 문항들이 ‘독

립수행 5 , 지도감독 4 , 최소도움 3 , 간도움 2

, 최 도움 1 , 체도움 0 ’인 서열척도로 구성되

어있다. 조정 변경 부분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거나 환

경변화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빈도수를 측정하게 되

어있다. PEDI의 수는 기능  기술과 보호자의 도움

부분에서 총 6개의 역별로 원 수(Raw Score)를 

규  표 화 수(Normative Standard Scores)와 표

수(Scaled Scores)로 제시한다. 규 표 화 수

는 50의 평균을 가지고 표 편차 10인 수로 연령과 

련되어서 평가아동을 동일연령 의 다른 아동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이고 30∼70의 수범 가 정상

발달을 의미한다. 표 수는 0∼100 의 분포를 가지

고 0 은 해당 문항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수가 100 에 가까울수록 아동

의 기능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17]. 본 논문에서는 

사회  기능 역 65항목을 평가하 다.

2) 의사소통 기능 분류 체계(Communication Fun-

ction Classification System : CFCS)

CFCS는 Hideck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

다[18-19]. 이 분류 시스템은 뇌성마비 아동  장애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수행 정도를 5단계

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기능 인 의사소통 시 

1)수신자(Sender)와 발신자(Receiver)의 역할 수행에 

따라 2) 화의 속도에 따라 3) 화 시 상 방의 유형

에 따라 5단계로 분류된다.

3) 아동을 한 기능  독립 측정(Functional Inde-

pendent Measure of Children: WeeFIM) 

WeeFIM은 뉴욕주립 학 Carl V. Granger를 심

으로 개발된 기능  자립도 평가도구로서 6개월∼만 

6세 아동을 해 개발되었다[20-23]. 의사소통과 사회 

인지를 포함한 18가지 특정한 일상생활동작 과제들은 

도움에 한 응과 의존의 개인  요구를 기 로 일

상생활의 의존성을 평가한다. 한 진행 사정, 로그

램 계획, 그리고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검사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생

활동작의 상황을 평가한다. 신변처리 6항목, 소변조

 2항목, 장소 옮기기 2항목, 이동하기 3항목, 의사소

통 2항목, 사회  인지 3항목으로 총 18항목으로 구성

된다. 기능수 은 자립 2단계, 부분보조 3단계, 완 보

조 2단계로 7단계로 평가되며, 일상생활동작수행의 변

화에 민하다. 7단계의 표시는 각각 득 을 의미하

고, 능력의 정도는 총득 으로 표시된다. 최고 득 은 

126 , 최 는 18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만 8세부

터는 FIM으로 평가하 으며 인지능력을 제외한 운동

능력 13항목으로 평가하 다.

4) 동작 기능 분류 체계 확장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Epanded and 

Revised: GMFCS E&R)

GMFCS는 뇌성마비아동의 장애 정도를 분류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24]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GMFCS E&R은 Palisano 등[25]에 의해서 GMFCS의 

확장과 수정에 의해 제시되었다. GMFCS E&R의 새

로운 지침에는 환경 ( : 에 지 욕구와 사회  선호

도) 요소를 포함하고 아동의 일상 인 수행에 을 

맞춘다. GMFCS는 뇌성마비 아동을 4개 연령 (1∼2

세 미만, 2∼4세 미만, 4∼6세 미만, 6세∼12세)로 나

고, 각 연령별로 장애 정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제

시한다. 이후 GMFCS E&R은 12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 를 포함한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상 아동들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

율로 산출하 고 사회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일상생

활활동, 근육활동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스피어만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유의성 검증을 

한 유의수 은 α=.05로 하 다.

Ⅲ. 연구결과

3.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평가 상자는 총 43명으로 남자아동 26명

(60.5%), 여자아동 17명(39.5%)이다. 연령은 1세∼4세 

아동이 17명(37.0%), 5세∼7세 아동이 10명(21.7%), 8

세∼10세 아동이 12명(26.1), 11세∼13세 아동이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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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로 1세∼4세 아동이 가장 많았다.

Characteristics Division  N %

Sex
Boys 26 60.5

Girls 17 39.5

Age Group

 1 to <5 years of age 17 37.0

 5 to <8 years of age 10 21.7

 8 to <10 years of age 12 26.1

10 to <11 years of age 7 15.2

표 1. 일반 인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3.1. 아동발달 역별 상 계 

1) 사회  기능, 일상생활활동, 의사소통능력, 근

육활동 기능과의 상 계

Social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Gross Motor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884**

Gross Motor 
Function

-.397** -.565**

Communicatio
n Function 

-.957** -.827** .353**

p<0.001

표 2. 사회  기능, 일상생활활동, 의사소통능력, 
동작 운동기능과의 상 계

Table 2. Correlation amongst of social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communication function, 

gross motor function 

사회  기능, 일상생활활동, 의사소통능력, 동작

활동 역에 있어 각 총 의 상 계는 표 2와 같다. 

각 역간의 상 계가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냈다.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과의 상

계가 r=-.957(p<0.001)로 아주 높은 음의 상 계

를 보 으나 사회  능력과 동작활동 그리고 의사

소통능력과 동작 활동은 각각 r=-.397(p<0.001), 

r=-.353(p<0.001)으로 아주 낮은 음의 상 계를 보

다.

2) 사회성과 일상생활활동과의 상 계

사회성과 일상생활활동의 각 하부 항목간의 상

계는 표 3과 같다. 이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모

든 하부 항목간의 상 계가 유의수  .001에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자기보호와 신변처리 간의 

상 계가 r=.945(p<0.001)로 가장 높은 상 계를 

보 고 복잡한 감정 표 과 이동, 아동자신의 정보 

악 능력의 상 계가 각각 r=.580(p<0.001), r= 

.562(p<0.001)의 상 을 보 다.

Self

-Care

Sphinct
er 

Control

Transfe
r

Locom
o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Social Function .913** .945** .794** .668** .884**

Comprehension of 
word Meanings .872** .917** .745** .617** .717**

Comprehension of 
Sentence 
Complexity

.872** .917** .745** .617** .845**

Functional use of 
Communication .852** .920** .735** .621** .833**

Complexity of 
Expressive 
Communication

.863** .900** .720** .580** .826**

Problem-Resolution .867** .913** .784** .655** .850**

Social Interactive 
Play .859** .902** .794** .662** .854**

Peer Interactions .874** .923** .811** .668** .869**

Play with Objects .862** .923** .793** .680** .862**

Self Information .915** .897** .699** .562** .831**

Time Orientation .913** .944** .808** .675** .891**

Self Protection .945** .914** .816** .710** .900**

Community 
Function .897** .873** .753** .641** .844**

p<0.001

표 3. 사회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의 하부 
항목간의 상 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of social function and 
item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3) 사회  능력의 하부 항목과 의사소통능력, 근

육활동 간의 상 계

사회  능력의 하부항목과 의사소통과의 상 계

는 표 4와 같다.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과의 상

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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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냈으나 근육운동과의 상 계에서는 

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상 계를 보 다. 사회  능

력의 하부항목인 복잡한 감정표 , 문장 뜻 이해, 의

사표  능력과 의사소통과의 상 계가 각각 r= 

-.940(p<0.001), r=-.941(p<0.001), r=-.942(p<0.001)로 

아주 높은 음의 상 계를 보 다. 

Communication 
Function

Gross Motor 
Function

Comprehension of 
Word Meanings -.824** -.402**

Comprehension of 
Sentence Complexity -.941** -.331*

Functional Use of 
Communication -.942** -.316*

Complexity of 
Expressive 
Communication

-.940** -.347*

Problem-Resolution -.933** -.372*

Social Interactive play -.902** -.401**

Peer Interactions -.905** -.424**

Play with Objects -.920** -.438**

Self Information -.919** -.266

Time Orientation -.927** -.346*

Self Protection -.915** -.415**

Community Function -.872** -.430**

p<0.001

표 4. 사회성 하부항목과 의사소통능력, 근육활동 
간의 상 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items of social function, 
communication function, gross motor function

 

4) 의사소통능력, 근육 활동과 일상생활활동과의 

상 계

의사소통능력, 근육운동과 일상생활활동의 하부항

목간의 상 계는 표 5와 같다.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의사소통

능력과 생 리와의 상 계가 r=-.940(p<0.001)로 

높은 음의 상 계를 보 다. 반면 의사소통능력과 이

동과의 상 계는 r=-.584(p<0.001)로 낮은 음의 상

계를 보 다. 근육활동과 일상생활활동 하부 항목

에서는 이동과 옮기기 항목 의 상 계가 각각 

r=-.663(p<0.001), r=-.699(p<0.001)의 상 을 보 다.

Communication 
Function

Gross Motor Function

Self-Care -.879** -.443**

 Sphincter 

Control
-.911

**
-.465

**

Transfer -.716
**

-.663
**

Locomotion -.584** -.699**

p<0.001

표 5. 의사소통능력, 근육활동과 일상생활활동의 
하부항목간의 상 계

Table 5. Correlation among item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communication function, gross motor 

function

Ⅲ. 결 론

ICF는 장애가 신체 인 구조  기능 인 결함을 

의미하는 손상의 의미를 넘어 한 개인의 일상생활과 

참여에 얼마만큼 향을 주는 가에 심을 두고 있다

[26]. 이러한 심은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27-29].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실제생활의 요한 

역인 사회  역, 의사소통 역, 신체 인 역, 

일상생활활동 역이 서로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

펴보기 한 목 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해 뇌성마

비아동 43명의 아동을 상으로 사회  능력, 의사소

통능력, 일상생활능력, 신체  활동능력을 평가하여 

상 계를 살펴보았다.

먼  사회  기능, 일상생활활동, 의사소통능력, 

동작활동과의 상 계에서는 네 역 모두 유의미한 

상 계를 보 다. 특히 사회  기능과 일상생활활동

과 하부항목 간의 상 계에서 높은 상 계를 보

는데 이것은 Chia-ling Chen[30]등의 연구에서 일

상생활활동과 사회  활동 간의 유의미한 동시타당도

와 측타당도를 제시한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사회  기능 항목에서 복잡한 감정표 , 아동자신

의 정보 악 능력과 일상생활활동 항목인 이동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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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가 다른 항목들 보다 낮은 이유는 이동이라

는 항목 자체가 단순히 활동(Activity)만을 보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한 단어와 문장의 뜻을 이해하거나, 

의사표 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신의 정보 악 능력과 

같은 사회  능력들은 인지와 한 계를 갖는다

[8]. 따라서 단순한 활동과의 계보다 실제생활에서

의 아동 스스로의 참여를 의미하는 신변처리와 생

리 항목간의 상 계가 더 높게 나온 이유라고 사

료된다. 

사회  능력의 하부항목들과 의사소통능력과의 상

계가 높은 반면 근육 활동과의 상 계에서는 

낮은 상 계를 보 다. 뇌성마비  신체  움직임

의 제한을 가지는 장애아동들의 동작 활동 정도에 

따른 사회  능력에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인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31-32]. 그러

나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과의 상 계와 근

육활동과의 상 계보다 높은 상 을 보인다는 것은 

뇌성마비아동의 재활치료에 있어 신체  제한의 문제

만이 아니라 의사소통 역과 련한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에도 을 많이 둬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뇌성마비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  능력과 

련이 있는 인지  능력에 한 추구의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까지 뇌성마비

아동에 한 연구는 신체 인 제한으로 인한 일상생

활에서의 문제 에 을 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아동의 자세와 움직임의 향상을 한 재활

치료 근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 인 제한에서 

벗어나 아동의 실제생활에서의 응 인 측면 즉, 아

동의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활동 기능, 사회  기능

이 측면에서 직 인 재활치료 근이 필요하다. 이러

한 재활치료의 근을 해 뇌성마비아동의 사회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인지  능력 등의 기능의 사회

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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