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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부모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활동량 및 체력 변화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아동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

로, 발달장애의 범주에 포함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운동 참여에 어려

움이 없으며,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에 한하여 모집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S대학교에서 8주간, 주1회 90분 간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는데, 부모참여군은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대조군은 부모비

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사전과 사후 검사는 동일한 방법

으로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운동참여 가치인식 및

애로사항), 아동의 신체활동량과 건강 체력(신체조성, 근력, 근지구력, 유

연성, 심폐지구력)을 측정하였다. 부모의 인식 변화의 경우, 설문지를 통

해 확인하였는데, 장애아동 부모라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독특한 상황

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질적 자료도 함께 수집하였다.

최종 분석은 총 참여자 26커플 중, 중도 포기한 1커플을 제외하고 총

25커플(부모참여군: 14커플, 비교군: 11커플)의 대상자를 분석하였으며,

측정된 모든 값은 Windows SPSS 23.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적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자료는 부모참여군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문서 자료 수집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나선형 자료 분석 4

단계를 기반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절차를 거쳐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인식 변화에서 운동참여 가치인식, 애로사항 모든 영역에

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치 인식의 경우 두 그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p<.05), 애로 사항의 경우 부모

참여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비교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질적 자료를 통해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

를 통해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신체활동량 변화에서는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중·고강

도 신체활동량, 평균 보폭 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

타내지 않았다(p<.05).

셋째, 아동의 건강 체력 변화에서는 골격근량과 근지구력에서만 상호작

용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외 항목(체중, 체지방량, 체질량지수, 근력, 유

연성, 심폐지구력)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근지

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의 경우 두 그룹 모두 시간에 의한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5).

결론적으로,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장애아동 부모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의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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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발달현상은 다양한 이론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들에서 공통

적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의 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각기 다

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Bronfenbrenner, 1979; Piaget, 1981;

Vygotsky, 1978). Berk(2009)도 ‘인간의 발달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독특한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하며, 환경이 발달

의 직접적인 영향 요인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아동의 경우, 부모는 아

동이 속해있는 가장 큰 환경임과 동시에 또 다른 환경과 연결해주는 징

검다리라고도 할 수 있다(Tekin, 2011). 특히,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

능한 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Goodwin,

Fitzpatrick, & Thurmeier. 2006).

발달장애는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하여 신체적, 정신

적 두 가지 영역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이며(국립특수교육원, 2009),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성마비 등이

발달장애의 범주에 속한다. 이들은 학습·조절 기능의 장애, 지능발달의

지체, 신체·운동 발달의 지체까지 매우 광범위한 특성을 지닌다(Winnick

, Joseph P, 2014). 특히, 낮은 체력과 운동 수행력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이어져,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적 영역 전반에 걸친 문제를

유발한다(정성민, 김태홍, 박철형, 김형건, 제갈윤석, 2013). 이에 대해 국

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

직까지도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동량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석, 한동기, 2010; 정진욱, 권현진, 김연수, 양한나,

2011).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은 장애아동의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 부모 역할

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An & Goodwin, 2007;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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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dge, 2013; 권오범, 2015; 노형규, 오광진, 2003; 이범진, 2008.2009;

이한민, 2009). 이에 대한 연관성을 설명하는 Lee Model(Lee, 2004)은 장

애인의 신체활동 참여는 부모의 특성, 자녀의 특성 그리고 부모가 가지

고 있는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특히 부모

가 장애아동의 신체활동 참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 Jeong, Kim과 Lee(2015)도 부모의 신체활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

을수록, 장애아동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

라고 보고하며, 장애아동의 신체활동과 부모의 인식 간의 정적상관 관계

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장애아동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부모 참여(Parent

Participated)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부모참여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 태도에서부터 교사와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보조교사와 같은 구

체적인 행동까지 다양한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An 등(2013)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교육 참여는 교사-부모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 신체활동의 긍정적

인 효과에 대한 확신 등의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정복자

와 이은경(2008) 역시도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교육 참여는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지속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특히, 다수의 연구자들은 자녀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부모가 직접 참

여하는 것은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부모-자녀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

다.(Hamilton, Goodway, & Haubenstricker, 1999; Kimiecik, Horn, &

Shurin, 1996; Kristi-Sayers, Couden, & Sherrill, 2002; 박귀택, 2015; 심

태영, 박귀용, 2015). 이러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참여 장애아동 신

체활동 프로그램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박귀택, 2015; 이한민, 2009).

발달장애의 특성 상 그들에게는 확실한 동기 유발이 없기 때문에, 신



- 3 -

체활동을 통한 발달장애아동의 체력 향상과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는 건 쉽지 않다(Winnick et al., 2014). 이에 특수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되는 수중운동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신체활동과 주의집중을 가능

하게 하여, 발달장애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박기용, 김성진, 채

수덕, 성민재, 김한철, 2011; 박종진, 2010; 이은경, 2001; 정해영, 한민규,

2010; 홍양자, 이은경, 2007). Ikkeada(2006)는 수중은 부모가 장애아동과

함께 신체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며, 부모참여 수중운동을

통해 장애아동의 능동적인 신체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고,

Prupas, Harvey와 Benjamin(2006)도 부모참여 수중운동은 부모-자녀의

유대관계를 향상시키며, 운동 중재가 끝난 후에도 가정기반 신체활동으

로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이라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운동 중재연구를 통해 수중운동에 있어 부모의 참여 여부가

발달장애 아동의 체력 및 신체활동량과 부모의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명확한 결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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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변

화되는 부모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동량 및

체력을 확인하는데 있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

다.

1)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장애아동 부모의 신체활동

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활

동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의 체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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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 표집된 집단으로 대표성에 문제가 될 수 있

다.

2) 본 연구에는 통제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

해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3)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아동과 그의 부모로 제

한했다.

4)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

했다.

5)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체격 및 체력 조건과 유전적인 특성을 고려

하지 못했다.

6)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식이섭취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7)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실험기간 중 운동 프로그램 외 신체활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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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ability)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는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이 있다. 모든 장

애는 발달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접근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를 대

변하는 용어로 정의되기도 하며, 지적능력의 발달에 한하여 정의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한정한

다.

2) 부모참여 수중운동 (Parent Participated Aquatic Exercise)

수중운동 환경에서 시행되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운동 프로그램을

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참여를 포함시킨 수중운동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지도교사와 함께 아동의 학습 지도 방법을 익히고, 나아가서는

자녀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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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order)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1970년 미국의 발달장애 서비스 및 시설 설비법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nd Facilities Construction Act of

1970)의 행정용어로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 후 사용시기와 의도 및 필

요성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져왔으며, 아직까지도 통일된 견해

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정신의학회(APA)의 DSM-Ⅲ(Diago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Ⅲ, 1980)에서는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order)를 정신지체, 전반적 발달장애, 특정 발달장애를

포함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 DSM-Ⅳ(1994)에서 더 다양한 장애를 포함

함으로써 그 범위를 넓혔다. 현재는 최근 개정판인 DSM-5(2013)에 의해

서 신경발달장애군(Neurodevelopmental Disorder;ND군)이라는 대분류에

포함되어있다. 이는 아동 발달의 초기단계에 나타나며, 학습 또는 조절

기능의 장애부터 지능발달의 지체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설

명하고 있으며, 지적발달장애, 자폐 스팩트럼 장애, 의사소통장애, 특정학

습장애, 운동장애, ADHD(A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틱장

애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장애를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하

여 신체적, 정신적 두 가지 영역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로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성마비, 학습장애 등을 발달장애로 진단 내린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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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의 유형

(1)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지적 장애는 시대, 기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가져왔다. 과거에

는 ‘정신박약’, ‘정신 지체’로 불리다가 2007년 10월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적 장애’로 개정되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

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

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지적·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의 정의를 따르기도

한다. AAIDD는 2007년 용어의 개정에 따라 미국정신지체협회에서 ‘미국

지적장애협회’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2010년 지적 장애에 대한 정의 역시

새롭게 제시하였다. AAIDD는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

응기술인 적응행동에서 유의한 제한성을 보이는 것이며, 이는 18세 이전

에 나타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있어 핵심요소는 ‘지적 능

력’과 ‘적응행동’ 그리고 ‘발달기’이며, 이와 함께 다루어야 할 요소는 ‘맥

락’이다. 지적 장애의 관점이 개인의 지적 능력에서 생태적 관점으로 옮

겨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이 가진 다양한 제한은 반드시 개

인의 또래 연령집단과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안에서 고려되

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지적장애는 낮은 인지수준, 주의력 결핍과 기억력 결함, 장기기억 및 단

기기억의 결함이라는 인지 행동적 특징과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

상호작용의 미숙, 사회성 결여라는 사회적·감정적 특징을 가진다. 또한

심동적 영역에서도 비장애인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생리적, 운동 제어

능력의 부족보다는 주의력 및 이해력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

고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등과 같은 기초체력과 운동수행력이 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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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부족하여 자극에 대한 신속하고 자연스러운 반응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인 수행 성취도의 차이로 나타

내게 된다. 이처럼 지적장애는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특징을 보인다(Winnick et al., 2014).

(2)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1943년 미국 Johns Hopkins 소아정신과 의사였던 Leo Kanner 박사는

‘정감적 접촉의 자폐장애(autistic disturbance of effective contact)’라는

제목의 논문 발표를 통해, 사회성 결여로 인하여 자기만의 삶에 도취되

어 있는 공통적인 태도를 가진 11명의 아동의 사례를 보고하였는데, 이

때 자폐증(autism)이라는 병명을 사용하였다. 자폐증은 희랍어 ‘auto’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는 ‘self’, ‘자아도취’ 또는 ‘고립’이라 해석이 가능하다.

그 후 학계에서는 자폐증을 정신질환으로 간주하였지만, 1970년대 자폐

증을 질환이 아니라, 발달 속도를 따르지 못하거나 어느 특정 기능 발달

의 중단으로 인해 나타나는 발달적인 장애로 바라보았고, 이를 증상이

아닌 ‘증후군’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4년 미국정신의학협회

(APA)에서 편찬한 DSM-Ⅳ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된 ‘Autism’을 ‘자폐성

장애’로 바꾸어 사용하였지만, 기존에 정신병적인 ‘자폐’의 인식에는 변화

를 주지 못했다(한동기, 2008).

그 후 1990년대 중반기부터 학계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라는 용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자폐의 범위를 확대

시켜, 전반적 발달장애, 비전형 자폐증, 아스퍼거 장애들을 포함한 용어

다(Wing, 1988). 이와 더불어 당시 자폐 스펙트럼의 발생도 현저히 증가

한 것으로 보고된다. ‘스펙트럼’이라는 용어의 도입은 자폐성 장애아동의

치료 및 교육의 시행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스펙트럼은 한 가지 색

깔로만 보이던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나뉜

연속체를 뜻하는데, 이는 자폐증이라는 하나의 증상을 가진 아동들에게

‘평가’라는 프리즘을 통해 다양하게 분류되어 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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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하나의 진단명을 받은 아동들이라 해도 증

상·기능 수준이 동일한 아동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개개인의

특성이 다양하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특성, 기능 수준,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개개인에 적합한 IEP(Idividual

Educational Program)의 작성을 통해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한동기,

2008).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새롭게 편찬된 DSM-5에서는 소아

기 붕괴성 장애(Child disintegrative disorder), 자폐성 장애(Autistic

Disorder), 아스퍼거 장애(Asperger’s disorder),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

범위성 발달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c)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 통칭하였다. 어느 한 범주도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의 특성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질적 결함,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형태의

제한된 행동특성을 공통적인 특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낮은 체력 및 운동 기술 수준

을 가진다. 이에 대한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 상 신체활동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사물 또는 활동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검사뿐만 아니라 운동을 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기초체력까지도 뒤쳐져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Winnick

et al., 2014).

2. 체력과 신체활동

1) 체력

체력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Caspersen,

Powell과 Christenson(1985)은 체력을 “신체활동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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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성취해야 할 속성들의 묶음”이라

정의했다. 근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체력은 신체활동 수행에만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한 몸, 스트레스를 극

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 그리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종

합적인 능력이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다(제갈한석, 이재원, 2011).

이러한 체력은 건강관련체력(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과 운동기

술관련체력(Motor-performance physical fitness), 두 가지 영역으로 구

성된다. 건강관련체력의 구성요소는 유산소성 능력, 신체구성, 근력, 근지

구력, 유연성 등이 있으며, 운동기술관련체력의 요인은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스피드, 파워, 반응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관련 체력은

각종 질환의 유발 위험을 감소시키고 학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운동

기술관련체력은 스포츠 활동 및 운동 수행에 기여하는 체력 요소이다

(Harris, 2001).

발달장애인은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유발 결여, 인내심 부족 등의 특징

으로 인해, 비활동적인 생활습관, 낮은 체력수준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발달장애 아동의 체력 수준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체력의

저하는 비장애아동에 비해 더 큰 건강상의 위험을 가진다(Winnick et

al., 2014).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주의집중력을 교정하고 발달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신체활동

신체활동은 이들의 건강관련체력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하나다. 신체활동은 학습된 운동 기능 활동을 통해 신체적·인지적·

정서적 발달 도모, 기본 운동 능력, 지각 운동 능력 그리고 표현 능력 향

상을 위한 신체 움직임 활동을 지칭하는 말로서(정진욱 등, 2011), 에너

지 소비가 따르는 신체의 움직임으로 정의된다(Means & Louis, 1972).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수준은 동일 연령대의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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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특히 발달장애아동의 낮은 신체활동 수준은 체력 저하뿐만 아니라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및 다양한 만성 질환 발병 위험 요인

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 Dixon-Ibarra, M. Lee, & A. Dugala,

2013). 정진욱 등(2011)은 지적장애 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에너지소

비량, 신체활동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며, 이들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프

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성운과 김한철(2014)

은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신체구성 및 건강

관련 체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익동(2012)도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폐성장애학생의 건강 체력이 향상되었

음을 보고하여,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Joseph P. Winnick(2014)은 신체활동과 체력간의 상호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신체활동 증가를 통해 체력이 향상되는 것이 맞지만,

신체활동의 증가 역시 체력의 향상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즉, 신

체활동의 증가는 체력을 향상시키고 체력의 향상은 신체활동의 패턴(빈

도, 강도, 기간)과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갈한석 등

(2010)은 지적장애학생의 보행횟수를 통한 신체활동량 측정을 통해 건강

체력요소인 신체조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김대연, 김동만

과 한민규(2010)도 지적장애학생의 체력측정과 신체활동 내용조사를 통

해 건강관련체력요인과 신체활동의 관련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 수중운동 프로그램

1) 수중운동의 특성

수중운동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유형의 아동에게 권장되는

활동이다. 수중운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영의 기술적 영법 외에도

수중 체조, 수중 에어로빅, 수중 달리기 등 물 속에서 하는 모든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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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에서는 필수

적으로 포함되는 활동이다(김의수, 2003).

수중운동이 장애인에게 추천되는 이유는 부력, 수압, 저항력 등 물의 특

성을 통해 설명된다. 물속에서 작용되는 부력에 의해 몸은 거의 무중력

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체중에 의한 중력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지

만, 물의 저항으로 인해 충분한 운동효과를 낼 수 있고, 신체에 마사지

역할을 하여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또한

물의 수압으로 인해 순환계와 호흡계를 보다 활발하게 자극시킨다(이재

덕, 2003)

이러한 물의 특성은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 하여 지상에서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독립적인 신체활동

을 가능하게 한다. 불가능했던 동작을 가능하게 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 운동경험은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을 일으킨다(Eichstaedt et al., 2012).

물속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저항을 받기 때문에, 대상의 특성에 따라 운

동 강도를 조절하여도 누구나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력의 균

형 있는 발달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수중에서

는 체온이 쉽게 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심한 운동을 하여도 과도한 체온

의 상승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안전 수칙만 정확히 알고 있

다면 운동 중 부상의 염려가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체중의 부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여도 허리, 관

절에 가해지는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McNeal, 1990).

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장애’라는 큰 벽을 경감시켜주는

훌륭한 평형 장치다. 수중운동을 통해 획득한 기술들은 사회적으로 수용

될 수 있는 방법과 사회의 주류(mainstream) 속에서 가족, 동료와 함께

평생 동안 함께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 속 또는 물 밖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즐

길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안전 관련 기술도 습득할 수 있다는 특

징을 가진다(Eichstaedt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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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과 수중운동

수중운동은 물의 특성 상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물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통한 장애아동의 흥미유발이 가능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

력 향상, 심리적 안정성, 프로그램의 내용 및 난이도에 대한 다양성, 각

종 체력 향상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장애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된다

(김의수, 2003).

장애인에게 있어 수중운동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이 즐겨하는 수영

이 아니라 교수환경, 지도법, 시설, 기구 등을 물이라는 환경 안에서 변

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신체, 정서, 사회적 측면에서 유용한 가치를 갖

는 활동이다.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활동 외에 수영 경기, 소규모의 선박

을 이용하는 것, 수중 에어로빅,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

어 있다(Lepore, Monica, Gayle, Stevens, & Shawn, 1998).

지상에서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물의 부력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보조 없이도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신체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은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발달에도 기여한다. 물속에서

수행되는 신체활동은 따뜻한 수온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가동

범위를 확대시킨다. 그리고 물이 갖고 있는 저항력을 통해 근력과 근지

구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기술과 물체조작기술에 대한 안

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더해, 부력을 이용한 수중걷기 운동은 지상에서

의 안정적인 보행을 돕는 근력을 강화시켜준다(양한나, 2007).

특히 수중운동은 장애아동의 호흡 조절 능력과 심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중운동 중 시행되는 입으로 물거품 만들기,

호흡참기 등의 활동은 심폐 기능은 물론 구강움직임, 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rtin, 1983; Winnick et al., 2014 재인

용).

물속에서의 독립적인 신체활동은 지상에서는 불가능했던 활동을 가능하

게 해줌으로써 자존감(self-esteem), 자기인식(self-awareness), 신체활동

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고, 다른 영역에서의 재활 가능성까지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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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Koury & Joanne, 1996).

물속에서의 흥미롭고 안정적인 환경은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

여 인지적 영역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기도 한다. 언어, 산수 등의 다른

과목을 수중 게임이나 활동과 결합하여 진행한다면 참여 장애아동의 판

단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인식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Winnick et al., 2014).

위의 연구들을 통해 수중운동의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인지적 효과는

물의 특성으로 인해 조성되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인해 가능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발달에 있어 환경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4. 부모참여(Parental Participation)

1) 부모 참여의 개념

부모참여의 중요성은 1960년대 이후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연

구 및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교육 참여가 아동의 학업 성취도 향상,

행동의 긍정적 변화(자아개념, 교실행동, 주의집중, 학업에 대한 동기 유

발 및 지속)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자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다양

한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Head Start, Parent

and Child Center, Home Start, Followthorgh 등 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등장하였다. 특히, Head Start Program에

서는 부모는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에 대한 최선

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동의 교육에 있어 교사와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모의 교

육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활발한 연구

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참여에 대한 용어들은 활동의 특성과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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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교육(parent education), 부모 훈련(parent training), 부모 지원

(parent support), 부모 통제(parent control)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20세기 전반에는 부모 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지배적이었다. 교육학

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에 의하면 부모교육은 교육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들에게 아동발달, 교육과정 등을 알려주고, 부모로

서 효율적인 양육 태도 및 방법을 지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부모를 양육에 대한 능력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

모의 역할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았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부모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Powell & Diamond, 1995). 부모참여는 아동의 교육에서 부모가 의사결

정자, 지원자, 보조교사 등으로 여러 가지 역할로 교육현장에 개입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부모를 교육 받아야 하

는 존재가 아닌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적 존재로 바라보

았다고 할 수 있다. Pate와 Andrews(2006)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양육기술 간의 상호작용에 대

한 이해, 교사와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노력’을 부모참여라 정의내리기

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기대,

부모의 양육행동(책 읽어주기, 학교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등), 부모

의 학교 행사 참여(학부모회의 참여, 학교도우미)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

에서의 부모활동까지 다양한 수준의 행동까지 포괄한다고 설명할 수 있

다. 교육에 관련된 부모의 다양한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용어

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 참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특성을 지닌 부

모 교육이 아니라, 부모 역시 또 다른 교사로서 자녀의 교육에 수반되는

지원, 조력, 의사결정까지 보다 더 넓은 범위의 활동에 주목하는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이순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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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학적 체계이론 (Ecological System Theory)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아동의 발달을 사회문화적 관

점에서 이해하는 이론이다. 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은 분석적 범주에 따

라 다섯 가지 체계로 분류되고, 개인과 환경, 환경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Bronfenbrenner, 1995). 이를 통해 부모의 교육 참여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 미시체계 (Microsystem)

미시체계는 아동과 가장 가까운 환경체계로 이루어진다. 아동의 가족,

친구, 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과

발달적 특성도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 경제

적 지위, 거주지 등이 이에 속한다. 미시체계 내의 관계는 양방향적인 성

격을 띠며 대부분 직접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미시체계는 아

동이 성장함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2) 중간체계 (Mesosystem)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이라 설명할 수 있다. 각각의 미시

체계는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동시에 다른 미시체계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가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Bronfenbrenner는 “중간체계의 풍요로움은 연결 망의 수와 질을

통해 측정된다.”라고 하며, 미시체계간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아동의 발달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 친구와

의 관계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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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fenbrenner는 가정과 학교 사이의 상호작용을 네 가지 차원으로 분

류하였다(Sontag, 1996).

� 다원적 참여체계(multisetting participation): 아동이 실제로 속해져 있

는 집과 학교가 이에 속한다.

‚ 간접적 관계체계(indirect relation): 교사와 부모간의 상호작용이 이에

속한다.

ƒ 환경 간 의사소통 체계(intersetting communication): 한 환경에서 다

른 환경으로의 메시지 전달로, 가정통신문, 성적표 등이 이에 속한다.

„ 환경 간 지식 체계(intersetting knowledge) : 다른 환경에서 얻어지는

정보 또는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지식을 뜻한다.

(3) 외체계 (Exosystem)

외체계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동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을 포함한다. 부모의 직장, 학교체계, 경제체계 등이 이에 속

한다. 외체계에 속해있는 환경들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는 않지만 아동의 중간체계나 미시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

를 들어 국가의 경제상황 악화는 부모의 실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이 속해있는 미시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까

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즉, 외체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4) 거시체계 (Macrosystem)

거시체계는 위의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문화적 환경을 포함한

다. 문화, 정치, 사회, 종교 등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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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행사한다.

다양한 차원의 거시체계는 부모의 교육 참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을 들 수 있다. IDEA에서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원리들 중 하나로 뽑으며, 부모의 교육 참

여와 의사결정권을 강화시켜준 사회정책 중 하나이다. 이 교육법은 장애

부모의 교육 참여가 아동의 발달뿐만 아니라 그 가족, 학교에게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개정된 법이다. 이는 현재 많은 장애

아동의 교육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5) 시간체계 (Chronosystem)

시간체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 환경을 포함

한다. 아동의 심리적·사회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시간적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아동과 환경과의 연결고리인 부모 역할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

다. 즉, 이는 아동의 교육에 있어 부모가 어떤 역할 수행을 해주느냐에

따라 아동의 발달과정이 달라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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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생태학적 체계이론

3) 부모참여와 장애아동의 신체활동

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발전 가능성이 입증되면서 장애아동 부모의 교

육적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교

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등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김의수, 2003).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아동 부모는 언어나 인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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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할 뿐, 다양한 효과를 가진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에는 적극적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An 등(2013)은 체육 교사

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른 영역들보다 신체활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 떨어진다고 설명하였고, 노

형규 등(2003)은 장애아동의 부모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한민(2009)은 부모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가치관, 태도가 지적장애

인의 신체활동 참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고, 권오

범(2015)도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태도가 장애아동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Jeong 등(2015) 역시 부모의 신

체활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을수록, 장애아동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

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외 다양한 선행연구들

도 장애아동의 신체활동 참여와 부모와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하며(노형

규 등, 2003; 박용천, 2006; 이범진, 2005,2008), 장애아동의 신체활동 참

여에는 부모의 인식이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An 등(2013)은 다양한 환경체계에서의 교육 참여는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아동 부모는 교육 참여를 통

해 교사와 부모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

다. 이를 통해 신체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신체활동을

통해 정상화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하며, 부모-교사 간의 협력관계 형성에 대

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두 미시체계 간 상호관계가 아동의 발달

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반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risti-Sayers 등(2002)은 장애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부모들이 직

접 참여했을 때,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가지는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변

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참여 전에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신체활동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이 컸지

만, 8주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아동들의 신체활동 지도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박귀택(2015)도 8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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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Kimiecik 등(1996)은 부모와 자녀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

는 것은 아동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킨다고 하였다.

Hamilton 등(1999)의 부모참여 운동 기술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물

체조작운동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부모 참여 프

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아동만 참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보다 물

체조작운동기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뿐

만 아니라 심태영 등(2015)은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모참여 수

영 교실을 통해 부모가 인식하는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부모의 인식뿐만 아니라 부모-교사

관계, 아동의 발달, 부모- 자녀 관계 등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

양한 요소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4) 이론적 모형

부모와 장애아동 신체활동 참여는 Kimiecik et al.(1996)의 가족 영향

모형(그림 1)과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Lee(2004)의 Lee 모형(그림 2),

두 가지 이론적 모형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① 가족 영향 모형(Family Influence Model)

가족 영향 모형에서는 비장애 아동의 중·고강도 신체활동(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MVPA)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외부 환경적 요인

(주위 어른, 친구, 지역사회, 학교)과 인구 통계학적 및 가족의 특성(성

별, 사회경제적 지위, 윤리, 가족구성원 수, 가족유형, 주거 위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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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가족 영향 모형

가정환경에 영향을 주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신념·행동, 형제의 신념·행

동이 상호작용하면서 부모, 형제가 갖는 자녀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낸다.

이는 결국 자녀의 신념·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아동의 건강상태

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녀의 중·고강도 신체활동 참여

에는 가족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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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Lee 모형

Lee 모형은 위의 가족 영향 모형의 수정 모형으로, 지적장애아동의 신

체활동 참여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부모의 특성(부모의 신체활동, 장애 정도, 연령)과 장애 자녀의 특성(나

이, 성별, 장애의 종류, 중복장애, 독립적인 생활의 정도)을 강조하였고,

부모가 인식하는 장애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가치와 애로사항이

장애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3. Lee 모형

위의 두 이론적 모형의 공통적 의견은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는 부모

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자녀의 경우, 그들이 갖는 부

모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체활동 참여에 미치는 부모의 영

향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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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아동의 체력과 신

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부모가 가지는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게 분석하기 위해 통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을 사용하였다.

1. 통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

특수체육 분야의 연구방법은 실증주의자의 접근방법인 양적연구방법과

구성주의자의 접근방법인 질적 연구방법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는 무선 통제 시도(Random Control Trial)와 정

규 분포에 대한 기본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

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이인경, 2006). 이를 고려하

여 대상자의 맥락과 현상에 대한 반영이 가능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지

만, 이 역시도 연구자의 편견이 지나치게 반영되거나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을 두 접근 방법의 문제점

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해왔다(이인경, 2012).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연구방법이 통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이다. 통합연구방법은 연구의 다층 과정에서 양적 접근 방법과

질적 접근 방법을 혼합한 연구 방법으로, 한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할

때 보다 연구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 풍부한 자료수집, 결과

해석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연구 방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이점을 갖는다(Creswell, 2014).

통합연구방법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조화 시키고, 순서화시킬 것인지를 체계화시켜놓은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priority) 측면과 순차적(sequence) 측

면을 중심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Morse모형(Morse, 1991) 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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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접근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되,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질적 접근 방법을 부가적으로 활용하여 양적 접근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완하는 모형을 바탕으로 통합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의 발달

장애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하였다. 부모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중운동 참여에 신체적 제한이 없는 아동에 한하여 모집하였

다. 연구 대상자들의 부모는 연구의 목적, 측정 항목, 연구 진행 절차, 프

로그램 내용,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54명으로, 지적 장애 아동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과 그의 부모로 구성되었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수중운동 프로그램

의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지역에 거주하는 26명의 발달장애 아

동과 그의 부모 26명을 모집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지역사회 장애아동

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참여를 원하는 인원을

모집 받았다. 운동프로그램 진행 일정을 고려하여 부모참여 수중운동프

로그램에 참여할 발달장애아동과 그의 부 또는 모 15커플, 수중운동 프

로그램에 참여할 발달장애아동과 그의 부모 11커플의 대상자를 운동집단

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을 모집한 후 부모의 인식, 아동의 신

체활동량 및 체력에 대한 사전 측정을 진행하였고, 독립 t 검정

(Independent t-test/β= < .05)을 통해 사전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동질

성을 확인하였다.

동질성이 검증된 후 부모참여군 15커플은 8주의 기간 동안 매주 1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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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비교군 11커플은 동

일한 기간 동안 매주 1회 90분간의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부

모참여군의 경우 8주간의 운동 기간 중 대상자 1커플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대상자 14커플은 89.3%

의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비교군의 경우 8주간의 운동 기간 중 중도포

기자 없이 95.5%의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모두 8주간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총

25커플의 발달장애 아동과 그의 부모는 사전에 측정했던 동일한 조건의

사후 측정에 참여하였다. 양적 자료들을 보완하기 위한 질적 자료는 연

구 대상자 중 운동 그룹의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운동 그룹

에 속해있는 장애아동 부모는 매주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일지를 작성하

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양적 접근 방법을 통해 수집한 측정 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

을 사용하였고, 질적 접근 방법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Creswell(2014)

이 제시한 나선형 자료 분석 4단계(1. 자료정리, 2. 읽기, 메모하기, 3. 기

술, 분석, 해석, 4. 자료 제시 및 시각화)를 기반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

였다. 구체적인 연구 설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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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연구 절차

4. 측정 도구

1)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1) 부모의 운동참여 가치 및 애로사항 – 설문지

부모의 운동참여 가치는 Lee와 Dummer(2004)에 의해 개발된 ‘Physical

Activity Values and Concern Survey(PAVCS)’설문지를 이범진(2005)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 실정에 맞게 번역된 ‘장애인 신체활동 참여가치

와 애로사항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부모의 운동참여 가치

영역은 총 19문항으로 자녀의 운동참여 효과들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

어 있고, 애로사항은 자녀의 운동참여 저해요인들을 포함한 총 19문항이

며, 두 영역 모두 5점 Likert 척도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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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부모의 운동참여 가치 및 애로사항 설문지 전체구성

영역 측정지표
문

항
하위영역

운동

참여

가치

인식

사회적효과 5

재미, 즐거움, 신체활동에 대한 기쁨, 타인과

운동참여 기회, 새로운 친구 사귐, 사회성 기술

익힘

심리적효과 4
독립심 배양, 자아개념 향상, 자신감 향상, 심

리기술 습득

운동기술향상 4
기초운동기술 습득 및 스포츠 레저기술의 습

득, 일상생활기술 습득

건강증진 6
건강관련체력의 증진, 생활의 활력, 만성질환의

위험성 감소

운동

참여

애로

사항

물리적 환경 4 장소, 시설, 용기구, 교통, 비용의 문제

지도자 3 지도자 부재, 보조자 부재, 지도자의 자질문제

프로그램 3

자녀에게 맞는 운동을 잘 모름, 프로그램의 부

재, 프로그램의 정보 부재, 프로그램 지속성의

문제

개인문제 3
시간 없음, 외부출입이 싫음, 운동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게으름

장애인식 2
장애로 인한 운동수행의 어려움, 부담스러운

비장애인의 시선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의 Cronbach’s α값은 운동 참여 가치인식이

.912, 운동 참여 애로사항이 .8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최하얀, 2011).

(2) 심층면담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신체활동 인식에 대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험에 대해 실제적으로 인

식하고 기술하는데 유용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운동 그

룹의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5년 8월 프로그램이 끝난 후

각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번씩 약 60분간 실시하였으며, 면담 일정 및

면담 장소의 선택은 연구 대상자가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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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심층 면담 질문지 문항

심층 면담 질문지 내용

-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몰랐던 자녀의 특성, 흥미, 능력, 적합한 환경

등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이 있나요? 있다면, 신체활동에 대한 방향성, 인식,

태도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모자녀의 관계에 달라진 점이 있나

요?

-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 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었나요?

하였다. 면담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하고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면담을 지속하여 연구 대상자가 자유롭게

그들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로 구분하였다. 질문지는 프로그

램 참여 전과 후로 구분하였다. 질문지는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부모-자녀 관계 변화, 여가 시간의 변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반구

조화된 질문지는 장애아동 체육 프로그램을 수년간 운영해온 특수체육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 및 보완 후 사용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기기를 통해 녹음하였다. 면담 후 수집

된 녹음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전사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성명은

모두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심층 면담에서 사용된 질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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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Actigraph GT3X+

(3) 참여자 수업일지

부모참여 그룹으로 선정된 15명의 발달장애아동 부모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매 수업마다 수업 일지를 작성하였다.

활동내용(아동의 수업참여 수준, 컨디션, 흥미정도 등), 느낀 점(아동을

지도하면서 새로 알게 된 점, 어려웠던 점 등) 그리고 교사에게 전하는

말(요구사항 등)로 수업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일

지가 제공되어 연구 참여자가 작성하였다.

2) 신체활동량 – Actigraph GT3X+

신체활동량은 움직임의 각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

하는 측정방법인 가속도계를 통해 측정하였다. Actigraph GT3X+는

CSA(Computer Science and Application, USA)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이

다. 3축 가속도계인 Actigraph GT3X는 1축은 상하의 움직임을 감지하

고, 2축은 전후의 움직임, 3축은 좌우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Activity

counts를 산출하고, Sample Rate 60Hz, 메모리 용량 16MB로 장기간 데

이터 저장이 가능한 기기이다. 이미영(2012)은 Actigraph가 신체활동 측

정 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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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체력 – BPFT(Brockport Physical Test, 1999)

BPFT는 Winnick과 Short(1998)에 의해 개발된 장애 및 비장애 청소년

(10-17세)을 위한 건강관련 체력검사 도구이다. 이는 지적장애, 지체장

애,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청소년의 건강관련 체력평가를 목적

으로 한 준거 지향적(criterion-reference)이다. 이 검사 도구는 유산소 능

력, 신체조성, 그리고 근골격계 기능(상체근력 및 근지구력, 몸통 및 복

부기능, 유연성 및 관절 운동 가동범위)까지 총 3가지의 건강 관련 체력

을 검사하는 도구로써, 총 27개의 현장검사 항목들(영역별 4-6개)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폐지구력(16M PACER), 근력(악력), 근지

구력(윗몸일으키기), 유연성(좌전굴), 신체조성을 측정 종목으로 선정하

였고, 자세한 측정 도구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심폐지구력 – 16M PACER

심폐지구력 검사는 16M PACER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으로

는 출발선에 일렬로 아동이 선 뒤, 부저소리에 맞춰 16M 떨어진 반대

출발선을 향해 달린다. 다음 부저 소리가 나기 전까지 반대 출발선에 위

치해야 한다. 제일 처음 시간간격은 9초이며, 이는 검사가 지속될수록 점

차적으로 감소되며, 아동은 이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여야한다. 검사 점

수는 완전하게 왕복한 횟수로 표시되며, 종료 시점은 아동이 부조소리에

맞춰 2회 이상 들어오지 못했을 때 종료한다.

본 검사는 원래 20M PACER로 Cureton(1994)에 의해 타당도를 검증하

였고, Fernhall(2005)가 지적장애아동의 심폐지구력 검사 도구로 적절하

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0M PACER는 지적장애아동들이 수행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다양한 연구결과(Fernhall, Titetti,

Vukovich, Stubbs, Hensen & Short, 1998)를 바탕으로, 16M PACER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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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16M PACER

(2) 근력 - 악력

근력은 디지털 악력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양 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린 뒤 측정하는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몸통과 닿지 않

는 직립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디지털 악력계에 손가락 제2관절이 직각

이 되도록 잡고 손가락의 길이에 따라 폭을 조절하였다. 측정은 양 손을

한번씩, 총 2회를 측정하였고, 최대 값을 0.1kg 단위로 기록한다.

(3) 근지구력 – 윗몸일으키기

근지구력은 윗몸일으키기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매트 위에

반듯하게 누운 후, 무릎의 각도를 90도가 되도록 굽혀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후 양손은 머리 뒤에 깍지를 껴서 머리를 감싼다. 양 팔꿈치가 무

릎에 닿는 것을 1회로 하여 1분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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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신체조성

(4) 유연성 – 좌전굴

유연성은 좌전굴 측정을 통해 측정하였다. 좌전굴 측정기에 앉아 양 무

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상체를 굽혀 팔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 3초간

그 자세를 유지한다. 기록자는 0.1cm 단위로 기록한다.

(5) 신체조성

BPFT에서는 체지방률 검사를 위해 피부 두겹 측정을 실시하지만, 이는

측정자간의 오차가 존재하며 일관성 있는 측정부위 선택에 대한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Morrow, Fridye & Monaghen, 1986), 본 연구에서는 체

성분 분석기(Inbody 720. Bio Spac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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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프로그램 개발 과정

5.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 또는 발달장애아동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

로 진행되었던 수영 및 수중운동 관련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자문 회의,

기존 프로그램 참관 및 참여를 통한 활동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Conatser & Phillip, 2007; Prupas 등, 2006; 고영완 등, 2000).

각 프로그램에는 운동 효과 극대화, 안전사고 방지, 흥미 유발을 위해

조거밸트, 에그 플립, 다이빙 스틱, 부력기구(아쿠아봉, 물통, 발란스보드

등) 등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아동의 경우,

프로그램 초반에는 보조기구를 착용하였고 적응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독립적인 보행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

다. 실시한 운동 중재는 8주간 주1회(수 또는 토), 약 90분가량 소요되었

으며, 입장(10분), 준비활동(15분), 본 활동(50분), 정리활동(15분)으로 구

성되었다.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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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운동 프로그램

대조군이 참여한 수중운동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발달장애아동 11명이

다. 프로그램 시작 전 신상기록부 작성을 통해 아동의 병력, 부모의 교육

적 요구, 수중 환경에서의 아동 특성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교사 1명당 1명의 아

동을 담당하게 하여 아동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부

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부모참여 여부)을 제외한 대부분

의 활동 내용은 동일하다.

2)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아래 두 가지의 요

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① 부모교육(Parents Education)

장애아동의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소극적으로는

청중 역할(audience)부터 지지자(supporter), 중재자(inventer), 치료사

(therapist) 그리고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 결

정자 역할(decision-maker)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데(김의수,

2003), 이러한 역할의 바람직한 수행을 돕는 것이 부모 교육이다.

부모 교육은 ‘자녀의 성장, 발달 그리고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

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다수의 연구자들은 부모교육은 부모의

인식, 가치관, 양육행동 등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아동의 긍정적

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인옥, 이원령, 2011; 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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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부모 교육 내용

교육시기 내용

사전교육 수중운동의 필요성, 효과, 실제 사례 등으로 구성

수

시

교

육

프로그램

시작전
교육 내용, 부모의 역할, 유의할 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종료후

아동의 행동 및 운동 수행 향상 정도에 대한 교사-부모간

의 정보 교환, 활동일지 작성을 통한 활동 정리 및 교육 목

표 수정

참여교육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교사의 지시 아래

아동의 학습 지도 방법을 익힘

서보순, 김혜리, 2011; 전혜인, 이명희, 2014).

김의수(2003)는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교육은 부모를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신체활동에 대

한 인식 및 가치관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며, 부모를 ‘가정에서의 신체활

동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교육기관과 가정의 일관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교육은 장애아동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

해 얻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장애아동 부

모 역할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즉, 단순히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보조자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자녀의 특성과 흥미에 맞

게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또 한명의 교사로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시기는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 실시하였다(김의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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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긍정적 경험의 공유

본 연구에서는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매개요인은 ‘긍정적인 경험공유’이다.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의 공유를 통해 부모의 인식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은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과 인지부조화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Daruwalla와 Darcy(2005)는 비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경험의 일부인 교육이나 태도와 관련 있으

며, 이에 대한 형성 및 유지는 사회, 심리역동 그리고 학습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기저가 되는 이론이 접

촉 가설과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 하였다.

� 접촉 가설

Allport(1954)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의 구조화된 환경에서의 접촉은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켜준다는 접촉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

인식, 편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유연

중, 2015; 이규진, 이용호, 2015; 이민화, 2015; 추병완. 2011)

‚ 인지부조화 이론

인지부조화 이론은 한 개인이 어떤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와 반대되는 긍정적인 경험(행동)을 접했을 시 인지 부조화

가 유발되어 그 인식이 경험(행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다(Draycott & Dabbs, 1998). 이 또한 비장애인이 갖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

는 이론이다(서화자, 권명옥, 김수연, 2011; 신순자, 박정민, 강삼성, 2010;

박민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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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가진 장애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향상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의 두 이론에는 ‘긍정적

인 경험과 구조화된 환경’이라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중은 부모가 장애아동과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며, 부모참여 수중운동을 통해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Ikkeada, 2006;

Winnick et al., 2014). 실제로 많은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에서도 장애아

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Prupas 등, 2006)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수중에

서 이루어지는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활동 내용 역

시도 대상자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하기 위하여 매주 부모-교사간의 정

보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며,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역

시도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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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실시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발달장애아동 15명과 그의 부

또는 모 15명으로, 총 3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 장애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목표, 구성 활동, 부모의 역할, 주의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신상기록부 작성을

통해 아동의 병력, 부모의 교육적 요구, 수중 환경에서의 아동 특성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

집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을 위해 1-3주 동안은 교사 1명당 1 또는 2 쌍의

아동과 부모를 맡아서 지도하도록 하였고, 4-6주 동안은 교사의 인원을

줄여 대부분의 활동을 부모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7-8주차 동

안은 특별한 안전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교사는 개입하지 않고, 연구자

의 지시에 따른 모든 활동을 부모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교사와 아동, 부모 모두 수영장 밖에서 모여

서 그 날의 프로그램 활동 내용, 유의해서 지도하여야 할 점 등으로 구

성된 간단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연구 참여

자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다음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 등이 포함된

활동 일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특수체육 전문가 3인

과의 회의를 통해 매주 프로그램을 재구성했다.

(1) 준비활동

준비활동은 갑작스런 입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상, 하지 및 몸통의 움직임이 골고루 포함된 스트레칭

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후 수영장 벽에 앉아 발차기, 점프활동,

기차활동, 원활동 등으로 구성된 수중 내 준비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때

운동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활동에 맞는 속도의 음악을 함께 들려

주며 음악의 흐름에 맞추어 동작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부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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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준비활동

동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수중 환경에서의 자녀 상태를 파악

한다.

(2) 본 활동

물이 가진 저항력, 부력 등의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발달장애 아동

의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의 향상을 위한 활동들로 구성하

였다.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 물통, 아쿠아봉, 발란스보드 등 다

양한 부력 기구를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조, 수중 자전거 타기, 수

중 줄넘기 등 지상에서 실시되는 활동들에 대한 자세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호흡 조절 능력 및 심폐능력 향상을 위해 잠

수 활동, 도구(에그 플립) 불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를 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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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술 및 물체조작기술에 대한 자세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중

릴레이, 수중 농구 등을 실시하였다. 운동 강도의 경우, 첫 1-3주간은 자

신의 체중만을 부하로 설정하는 체중부하운동(weight bearing exercise)

형태로 진행하였다. 4-6주간은 부력 기구를 사용하여 부하강도를 점진적

으로 증가시켰고, 7-8주간은 각 개인의 부하강도를 유지하여 더 다양한

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하강도 설정은 운동 자각도(Brog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scale- RPE)를 이용하였다(1-3주: 2-4.

4-8주: 5-7). 이때 부모는 자녀의 수준 및 상태를 고려하여 활동 내용을

변형한다. 그리고 아동이 모델링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거나, 뒤에서

보조하여 보다 정확한 동작을 구사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활동 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시, 보조 교사는 부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녀가

아닌 부모를 중심적으로 도움을 주어야하며, 전체적인 흐름은 부모가 끌

어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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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본 활동

(3) 정리활동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짝 스트레칭과 흥분된 심리 상태를

가라앉히고 부모-아동이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였

다. 이를 통해 신체 여러 기관에 대한 부하와 운동으로 높아진 체온을

점차적으로 정상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느린 템포의 음

악을 함께 들려주며 음악의 흐름에 따라 동작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때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이완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한 활동을 전체

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교사는 활동의 큰 틀만 제공할

뿐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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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1일 세부 계획)

구분 활동 시간

준비활동

⦁준비운동 (지상)

⦁수영장 벽에 앉아서 준비운동 및 점프활동

(발차기, 발목 돌리기, 벽 밀기, 양발 및 사이드 점

프)

⦁기차활동 또는 원 활동

20분

본 활동

⦁아쿠아로빅 근력 운동

(도구: 아쿠아봉 또는 물통)

⦁리듬활동
⦁공 활동

(부모님 또는 친구와 패스, 골대에 공 넣기)

50분

정리활동
⦁WATSU
⦁스트레칭 10분

그림11.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정리 활동

프로그램의 1일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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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전체 구성)

주차 목표 내용

1-3

주

교

사

⦁장애아동의 특성을 파악한다.

⦁부모의 특성을 파악한다.

⦁아동-부모 관계의 특성을 파악한다.

⦁교사-부모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

지상 준비운동

▼

수중 준비활동

(풀 사이드잡고

실시)

▼

본 활동

(수중 적응 활동/

체중 부하 운동/

기본 이동 기술)

▼

정리활동

부

모

⦁교육 상황에서 자녀의 특성을 파악한다.

⦁프로그램에 적응한다.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아

동

⦁수중환경에서의 신체활동에 적응한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교육 분위기에 적응한다.

⦁친구들과 사회적 교류를 한다.

4-6

주

교

사

⦁아동-부모 관계를 살핀다.

⦁수준별 과제를 부여한다.

⦁부모에게 맞는 지도법을 지도한다.

지상 준비운동

▼

수중 준비활동

(기차활동,

원활동)

▼

본 활동

(도구를 통한

부하 증가/ 빠른

움직임)

▼

정리활동

부

모

⦁교사로서 아동을 컨트롤한다.

⦁내 자녀의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아

동
⦁부모가 교사임을 인지하고, 지도에 따른다.

8주간의 프로그램 전체 구성 내용과 교사, 부모, 아동의 목표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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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

교

사

⦁부모가 주도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활동

의 큰 틀만 제시한다.

지상 준비운동

▼

수중 준비활동

(기차활동,

원활동)

▼

본 활동

(증가된 부하

유지/ 빠른

움직임/

잠수 시간 증가)

▼

정리활동

부

모

⦁제시된 활동을 내 자녀의 수준과 흥미에 맞

게 변형할 수 있다.

아

동

⦁부모를 교사로 인지하고, 지도에 따른다.
⦁수중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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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의 처리 및 분석

1) 양적 자료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발달장애아동의 체력, 신체활동량과 부모의

인식 설문지)의 값은 Window SPSS ver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2) 그룹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3) 그룹과 시간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였다.

(4) 통계적 유의 수준 (α)은 .05수준으로 하였다.

2) 질적 자료

질적 접근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절대적인 분석 절차나 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자료의 내용에 적합한 최적의 분석방법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14)이 제시한 나선형 자료 분석 방법

인 � 자료 정리, ‚ 읽기·메모하기, ƒ 기술·분석·해석, „ 자료 제시 및

시각화의 4단계를 기반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면담과 활동일지작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처리 하였고, 전사된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유의미한 내

용들은 밑줄을 그어 세그멘팅(segmenting)하여 연구자의 의견을 기록하

였다(조용환, 1999). 둘째, 전사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내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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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자료의 부호화 체계

대상자 출처 날짜

알파벳 표기
심층면담 P

mmdd
참여자 일지 I

석(content analysis)를 실시하였다(Patton, 1990).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자면 참여자 활동일지, 심층면담 자료의 전사된 내용을 상황별, 연구

참여자별로 정리하였고, 이를 반복적으로 숙독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용어 및 문장을 선별하여 연구 참여자별로 1차 부호화(coding)작업

을 실시하였다. 셋째, 1차 부호화 작업을 통해 분류된 용어 및 문장들 중

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연구자의 판단 하에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이 내용들은 재범주화 과정을 통해 3가지 범주(아

동에 대한 인식 변화,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변화, 아동의 신체활

동 참여에 대한 부모 역할)로 축약하였고, 맥락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범주화 하여 최종 주제어 및 인용문을 도출하였다. 넷째, 분석된 자료는

주제별로 결과를 기술하였다(강유석, 한동기, 2006).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의

부호화 과정을 거쳐 ‘대상자-출처-날짜’로 표기하였다. 대상자 이름은 연

구자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알파벳으로 표기하였고, 자료 출처는 수집 형

태에 따라 심층 면담은 I, 참여자 활동일지는 P로 표기하였으며, 자료 수

집 날짜도 함께 표기하여 자료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최

소화 시키고자 하였다. 자료 부호화 체계는 아래 <표 5>와 같다.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 간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Creswell, 2014). 연구자의 편견을 최

소화하기 위해 구성원 간의 검토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도출

한 내용이 있는지 다시 확인시켰다.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체육 전공 교수 1인, 특수체육 전공 박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자료 수집, 분석 전반에 관한 협의

를 연구 시작 전·후로 실시하여 연구자의 편견에 의한 주관적 해석을 방

지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 그 자체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고자 노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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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부모의 인식 그룹 간 동질성 검정 결과

구분
부모참여군

N=14 (남=9, 여=5)

비교군

N=11 (여=11)
유의확률

운동참여

가치인식
79.57±8.13 73.72±11.85 .157

운동참여

애로사항
60.78±9.74 59.72±8.98 .783

표8. 신체활동량 그룹 간 동질성 검정 결과

구분
부모참여군

N=8 (남=6, 여=2)

비교군

N=9 (남=8, 여=1)
유의확률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713.42±434.10 504.46±201.10 .242

하루 평균

MVPA량
57.97±38.29 41.24±18.46 .288

평균 보행 수 10.43 52439 .057

Ⅳ. 연구결과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 부모의 인식과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활동량, 건강 체력에 대한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동질성 검정의 결과는 아래 <표7>와 같다.

1. 대상자 그룹 간 동질성 검정(독립T검정) 결과

두 그룹 간 부모의 인식(운동참여 가치인식, 운동참여 애로사항)의 동

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 T검정 결과, 신체활동량의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나 부모 인식의

모든 변인과 관련하여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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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건강 체력 그룹 간 동질성 검정 결과

구분
부모참여군

N=14 (남=12, 여=2)

비교군

N=11 (남=8, 여=3)
유의확률

체중 49.11±17.84 58.77±15.56 .169
골격근량 21.27±8.29 22.30±6.02 .748
체지방량 11.87±7.28 16.50±8.36 .181
BMI 21.94±4.33 22.90±3.92 .596
악력 10.47±5.20 12.91±4.47 .229
좌전굴 -6.73±8.34 -5.44±8.75 .715

윗몸일으키기 15.30±10.62 20.00±7.01 .224
16M PACER 12.35±10.55 13.36±8.89 .802

두 그룹간의 신체활동량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하루 평균 MVPA

량, 분당 평균 보행 수)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 T검정 결과, 신

체활동량의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P<.05)으로 나타나 신체활동량의 모든 변인과 관련하여 두 집단이 통계

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간의 건강 체력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 T검정 결과, 건

강 체력의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P<.05)으로 나타나 건강 체력의 변인과 관련하여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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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8주간의 부모참여수중운동프로그램 참여 전·후 부모의 인식 변화 결과표

구분 그룹 사전 사후 시간 시간*그룹

운동 참여

가치 인식

부모참여군(n=14)

비교군(n=11)

79.57±8.13

73.72±11.85

83.00±6.95

82.27±10.63
.009* .235

운동 참여

애로 사항

부모참여군(n=8)

비교군(n=9)

60.78±9.74

59.72±8.98

58.57±12.01

61.90±9.95
.990 .102

2.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후 부모의 인식 변화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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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운동참여 가치인식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79.57±8.13 83.00±6.95
1.485 .009* .235

비교군 73.72±11.85 82.27±10.63
Values are M±SD, *p<.05,**p<.01

(1) 운동참여 가치인식의 변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운동참여 가치인식 변화는 다음 <표11>와 같다.

운동참여 가치인식 변화는 시간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p=.235), 시간에 의한 효과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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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운동참여 애로사항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60.78±9.74 58.57±12.01
2.901 .990 .102

비교군 59.72±8.98 61.90±9.95
Values are M±SD, *p<.05,**p<.01

(2) 운동참여 애로사항의 변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운동참여 애로사항 변화는 다음 <표12>와 같다.

운동참여 애로사항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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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부모의 인식변화에 대한 주제 분석

주 제

1)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

(1) 능력의 발견 - “생각했던 것보다”

(2) 방법의 발견 - “나의 선입견을 벗고”

(3) 신체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 - “기대를 갖게 됐어요”

2)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1) 역할의 확장 - “결국엔 부모가”

(2) 일상생활로의 전이 - “관리자에서 동반자로”

3. 질적 자료를 통해 살펴본 부모의 인식 변화

앞서 기술된 통계결과들을 통해 부모 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러한 양적 자료는 ‘장애아동 부모’라는 연구 대상자의 독특한 특성과 맥

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나타

낸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문

서 수집, 심층 면담 실시)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양적 자료의 분석결

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고자 하

였다.

질적 자료 분석 결과, 부모의 인식 변화는 총 2가지 대주제로, 1) 아동

에 대한 인식 변화, 2) 부모 역할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대주

제인 1)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총 3가지의 소주제 (1) 생각했던 것보

다, (2) 나의 선입견을 벗고, (3) 기대를 갖게 됐어요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2) 부모 역할에 대한 인

식변화는 총 2가지 소주제 (1) 결국엔 부모가, (2) 관리자에서 동반자로

를 통해 아동의 신체활동 교육에 대한 부모 역할에 대한 선입견을 바로

잡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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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던 것보다 M이 물과 많이 친해져 있고 수중운동 능력도     

  좋은 편이었다.                                             
(M-P-0620)

-생각했던 것보다 율동을 잘 따라하였다.
(O-P-0627)

-생각보다 쉽게 적응하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K-P-0620)

- J가 물속에서 뜰 수 있다는 것, 수영이 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J-P-0704)

1)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

(1) 능력의 발견 :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 참여자들(부모)은 매 프로그램 참여 후, 프로그램 활동 내용과 느

낀 점 등으로 구성된 활동일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활동일지를 살펴보

면, 프로그램 초기에는 자녀의 수행에 대한 단순한 관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양육자가 아닌 교육자로서 프로그램

에 대해 느낀 점이나 고민 등의 내용들로 풍부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 초반에 작성된 활동일지에서 연구 참여자가 몰랐던 자녀

의 능력을 발견하였다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의 연구 참여자는 ‘생각보다’라는 표현과 함께 새롭게 발견한 자녀의 능

력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부모)은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까지 자신의 자녀가 이와 같은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

다. 부모는 장애아동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지만 그들도 모르게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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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기구를 가지고 하는 활동에 참여도가 높았다. 기구를 가

지고 같이 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놀아야겠다고 생각.
                                           (H-P-0627)

- 항상 쓰는 쪽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움직이는 모습이 많고 저 또

한 익숙한 쪽으로 B를  끌어당기고 하는 모습을 새삼 많이 느껴요. 
저부터 다른  쪽 방향을 잘 활용하도록 손잡기부터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B-P-0711)

활동 능력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가능성을 확

장시켜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본 프로그램과 같은 부모참여 신체

활동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방법의 발견 : “나의 선입견을 벗고”

프로그램의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 참여자는 그간 몰랐던 자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녀의 흥미, 특성, 요구 등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자녀에게 적합한 그들만의 신체활동 참여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H의 경우, 지적 장애 1급으로 쉼 없이 움직이는 특성으로 인해 통제가

굉장히 힘든 참여자였다. H의 부모 역시 프로그램 초기에 이에 대한 어

려움을 표현하곤 했지만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활동 형태를 찾았고, 이후 그들만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참

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B는 지적 장애와 함께 보행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참여자로,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중 환경에서의 신체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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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서의 공을 가지고 미니 이동 골대에 공을 넣는 활동을 하

며  즐거울 때마다 N이 표현하곤 하는 날갯짓이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같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미니 농구대를  셋팅해 

N이 즐겁게 놀이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N-P-0728)

-  도구사용(특히 물속에서 공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을 보고 나의 선입견(그동안 필드에서 공을 주고받는 것, 
농구공을 골대에 넣는 것을 많이 시도해 보았는데 참여도가 극

히 저조했음)을 벗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

게 됐음.
 (K-P-0718)

의 움직임을 향상시키고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특히나 B의 부모

는 왼쪽으로만 치우치는 B의 움직임을 교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

었는데,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찾아 지속적으로 노력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N과 K의 경우,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이 어려운 특징을 가진 참여

자였는데,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수중 농구 활동을 통해 그들의 흥미를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흥미와 특성에 적합한 신체활동 참여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녀의 몰랐던 능력, 특성, 흥미를 파악하고 경험하며, 양육자에서 자녀

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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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을 따라서 안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물

속에서 동작을 따라 하는 거에요. 저는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하는 거죠. 일반 수영장에서는 선생님이 앞에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아빠랑 같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하는거에요. 그걸 

봤어요. 자꾸 하면  한다는 것을 제가 안거죠 이제. 
(K-I-0818)

- 이제 아이한테 관심을 두고 활동에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M-I-0817)

-  행동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계속 특수체육에 대한 필요

성을 느끼네요.
                                                 (P-I-0816)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B-I-0909)

(3) 신체활동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 “기대를 갖게 됐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내 자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내 자녀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긍정

적 인식을 갖게 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는 프로그램이 종료

된 이후 ‘신체활동의 필요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욕구로 자리 잡게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갖게 된 신체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의 기저에는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자리하고 있음

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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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무서워하는 물속에서 S가 하는 걸 보고 저도 좀 S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좀 천천히 하자는 생각도 

가지게 됐어요. S도 물하고 친해질 수 있고, 수중운동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 비슷한 걸 가지게 됐어요. 
(S-I-0816)

-예전에는 그냥 물장난을 싫어하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는 수경을 쓰면 그런 거에 대한 겁을 덜 내지 않을까 해서 수경

을 억지로 씌어봤는데 처음에는 안 맞으니까 벗고 그러더니 나

중에는 곧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한 번 이렇게 S한테는 변화를 시도해보면  당

장은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
(S-I-0816)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라 할 수 있다.

성장과 함께 변해가는 비장애아동의 미시체계와는 달리, 장애아동의 가

장 큰 미시체계는 언제나 부모라 할 수 있다.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어

려운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그들의 삶 전반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 신체활동 참여 역시 부모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자들은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일수

록, 아동은 더 많은 신체활동에 참여한다고 설명하며, 부모의 역할을 강

조해오고 있다(Kimiecik et al.,1996; lee, 2004).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

지고 있었다. 신체활동 참여 기회의 부족, 선입견 등으로 자녀의 능력을

실제 자신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과소평가 하고 있었지만, 부

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모습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인식의 개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다양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기대하는 사례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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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해보지 못했잖아요. 매번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만 하고

(H-I-0814)

- 이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선생님께 (교육을) 맡겼

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K를  체크 못하는 부분도 있고, K가 

아빠랑 더 가깝거든요. 이전(프로그램)에는 물에 들어갈 때 거부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가 있어서 인지 물에도 잘 

들어가고, 더 잘 놀았어요.…(중략)… 아이가 안정감을 찾는다는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부모참여의 신체활동 참여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자녀의 신체활동 능력, 방법의 다양성, 발전 가능성, 필요성)을 긍정

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부모 역할의 필요성

(1) 역할의 확장 : “결국엔 부모가”

발달장애아동의 부모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래서 장애아동 부모에게 교육기관은 자녀의 발달을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에게 장애 자녀를 맡기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

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도 양육자의 역할에서 교육자라는 역할이 추가

가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장애 아동에게 부모는

익숙한 사람이자, 본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런 부모와 함께하는 신체활동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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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일반 프로그램에 참여 할 때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자전

거 탈 때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H가 말을 안 듣

길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빠져있거나 그랬는데, 이 프로그

램은 제가 교사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같이 부딪히고 경

험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힘들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아이도 더 

좋아하고.. 
(H-I-0814)

것이 큰 장점이에요.
(K-I-0818)

- 제가 Y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Y에게 맞춰서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 프로그램에 있었던 것 같아요. 
(Y-I-0903)

- 좋아하죠. 근데 선생님들이 중간 중간에 있어야 하죠.…(중
략)…그러면  선생님이 중제도 해주고 통제도 해주고 하면  아이들

이 말  잘 듣고.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선생

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어우러져서 훨씬 좋죠.
(K-I-0818)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엔 부모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교육 기관 안에서 전문가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교육기관 밖에서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매개자는 결국 ‘부모’ 이

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 참여 전 부모의 교육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

식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의 지도아래, 구조화된 환경에서의 교육 개입

은 긍정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

로잡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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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수영장에서는 선생님이 앞에서 하면 아무것도 안하거든

요. 근데 아빠랑 같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하는거에요. 
(K-I-0818)

-  생각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해야겠다는 부담감은 강해졌어

요. 옛날에는 하다보면  제가 먼저 지쳐버리거든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도 안 듣고 아이 혼자서 뭐든지 하고, 
거부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쳐가지고 안하고 그랬

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와도 한번 정도는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S-I-0816)

-  결국은 배운 거를  가정에서 엄마 , 아빠가 지속적으로, 반복적

으로 해 줘야 애들이 향상이 있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지도하

는 게 효과는 있지만 , 진짜 장애아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려면  부

모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부모랑 함께 상황에 적응하

고, 노출시키고, 계속 교육하는 게 필요한 것 같네요.
(P-I-0816)

연구 참여자에게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는 부모로서의 역할

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교

육기관을 선택하고, 교육기관에 함께 가주는 역할까지만 해왔다. 거기서

더한다면 자녀가 교육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전부였던 것이다. 즉, 자

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자녀를 교육하기에는 아

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교

육 참여에 대한 인식 속에는 부정적인 경험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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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수영장 가면  위치만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둘이 같이 

잘 놀았어요.
(A-I-0908)  

-  주말에 시간만 되면 , 내일도 좀 같이 가려고요. 같이 수영장가

서 2-3시간 하면서.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것들 같이 

하면서.
(M-I-0817)

결과, 연구 참여자들에게 교육자로서 자녀를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긴 하였다. 하지만 그로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 겠다’는, 교육자에 한발 더 다가선 모습

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일상생활로의 전이 - “관리자에서 동반자로”

위에서 살펴본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

참여형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항상 지켜보

던 관찰자나 관리자의 역할만을 수행해오던 부모였지만,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는 ‘함께’ 하는 부모로 바뀐 것이다.

A의 부모는 A가 여가 시간에 배드민턴, 인라인 스케이트 등 신체활동

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A가 장애아동 모임에 가

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없고, 부모 또한

어떻게 함께 해주어야하는지 몰라 언제나 밖에서 혼자 노는 모습을 지켜

봤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제는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

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

며 교육의 지속적인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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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안경 샀다니까요. 평생 물안경 안 사던 사람(부모 )이 물안경

을 샀다니까요. P가 이렇게까지 물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제
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는데,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면  뭘 

하는 줄 모르니까, 같이 하고 싶어서 물안경을 샀죠.
                                                 (P-I-0816)

-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구나. 이렇게 배운 것들을 

써먹을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B-I-0909)

  

-선생님들의 교육방법 내용을 저희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

요. 자유수영이 있으면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지도해주고 있어

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애만  보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같이 

가서 제가 수영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저도 한번 같이 애한테 

접목을 하면서. 이제 저도 어떻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

으로 할 수 있는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K-I-0818)

이러한 교육적 역할의 수행을 통해 양육 행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

하고, 양육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퇴행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B의 부모는 신체활동만이 자녀의 현

재 상태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목숨줄’이라 표현하며 이에 대한 절실함

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설 프로그램은 너무 비싼 비용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너무 긴 대기 시간과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참여한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B의 부모에게 가뭄 속에 단비와

같았던 것이다. B의 부모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교육 내용을 수영장이 아

니라 집에서도 활용하고 있었으며, 잘 따라와 주는 B의 모습을 보며 성

취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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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교육 참여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지식과 정보의

교류는 교육 현장과 가정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교육 현장 외에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는 교육 형태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프

로그램에서 습득한 방법 및 내용을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고 있었다. 그

리고 이로 인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면

서, 본 프로그램이 지향한 모습의 부모로 변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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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인식 변화 과정

아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중재가 일관되게 제공되어야지만 그 효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선행연구의 보고와 같이(Brookman-Frazee, 2004;

Buschbacher, Fox, & Clarke, 2004; 김경양 등 2013; 이금진 등 2008; 채

유선 등 2008), 장애아동의 신체활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참여보다는 ‘지

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아동에게 자발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기대

하기 어렵고(김의수, 2003), 부모 또한 그 방법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며(노형규 등, 2003),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구교만, 한재덕, & 오아라, 2011).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자녀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특

성을 가장 잘 아는 부모는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를 ‘교육자’로 바꾸기

위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신체활동에 대한 인

식 변화이다(Jeong 등, 2015; 권오범, 2015; 이한민, 2009).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

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이를 통한 행동의 변화하여 ‘가

정에서의 신체활동 지도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인간이 가진 인식의 변화는 각 개인의 독특한 특성, 환경, 과거 경험 등

다양한 것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일어날 수 있는데(Chang, 2002),

본 연구 참여자의 인식 변화는 그간 몰랐던 자녀의 능력에 대한 발견

과 이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신체활동 참여 방법을 통해 시작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변화한 신체활동의 가치 인식 속에는 부모의 역

할, 즉 행동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언제나 멀리서 지켜보

던 부모가 이제는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아동 부모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전

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식의 변화는 다양한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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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부모의 인식 변화 과정

중,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속체 적인 것이다. 그리

고 구체적인 인식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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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신체활동량의 변화 결과표

구분 그룹 사전 사후 시간 시간*그룹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부모참여군(n=8)

비교군(n=9)

713.42±434.10

504.45±201.10

608.67±381.34

423.12±180.00
.002 .651

하루 평균

MVPA량

부모참여군(n=8)

비교군(n=9)

57.95±38.29

41.24±18.46

47.85±31.03

29.30±12.82
.001 .747

평균 보행

수

부모참여군(n=8)

비교군(n=9)

10.43±4.98

6.33±1.94

8.61±5.61

5.78±2.75
.002 .227

3.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후 신체활동량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발달장애아동

의 일상생활 신체활동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가속도계(Actigraph

GT3X+, Pensacola, FL, USA)를 사용하여 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 후 1

주일간 운동그룹과 대조그룹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였다. 가속도계는 벨

트를 이용하여 엉덩이뼈 능선 오른쪽에 착용하였으며, 샤워, 수영과 같이

기계가 물에 닿는 상황 외에는 수면 시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에 착용하

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엑티그래프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에게 2일에 한 번씩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

다.

가속도계로 수집된 신체활동량 자료의 분석 기준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의 신체활동량을 분석한 Jennifer

Marks, Lisa M Barnettm Claudia, Claudia Strugnell, & Steven

Allender(201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착용 시간 타당도 기준치는 Nicola

D. Ridgers, Jo Salmon, & Anna Timperio(2015)를 참고하여 3일 이상

착용한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이 기준에 미달되는 인원은 부모참여군의

경우 6명이었고 비교군의 경우 2명으로 확인되어 이들의 자료는 최종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부모참여군 8명, 비교군 9명의 신체활

동량 자료가 최종 분석 결과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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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713.42±434.10 608.67±381.34
.213 .002* .651

비교군 504.45±201.10 423.12±180.00
Values are M±SD, *p<.05,**p<.01

1)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Average Kcal per day)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변화는 다음 <표15>와 같다.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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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하루 평균 MVPA량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57.95±38.29 47.85±31.03
.108 .001* .747

비교군 41.24±18.46 29.30±12.82
Values are M±SD, *p<.05,**p<.01

2) 하루 평균 MVPA 량 (Average MVPA per day)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하루 평균 MVPA량 변화는 다음 <표16>와 같다.

하루 평균 MVPA량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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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평균 보행 수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10.43±4.98 8.61±5.61
1.585 .002* .227

비교군 6.33±1.94 5.78±2.75
Values are M±SD, *p<.05,**p<.01

3) 분당 평균 보행 수 (Average steps)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평균 보행 수 변화는 다음 <표17>와 같다.

하루 평균 MVPA량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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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신체 조성의 변화

구분 그룹 사전 사후 시간
시간*

그룹

체중
부모참여군(n=14)

비교군(n=11)

49.11±17.84

58.77±15.56

49.70±18.21

59.57±15.67
.053 .764

골격근량
부모참여군(n=12)

비교군(n=10)

22.30±6.02

21.27±8.29

23.37±6.89

20.95±7.55
.229 .039*

체지방량
부모참여군(n=12)

비교군(n=10)

11.87±7.28

16.50±8.36

13.07±8.31

16.35±9.35
.541 .403

체질량지수
부모참여군(n=12)

비교군(n=10)

21.94±4.33

22.90±3.92

21.95±4.55

22.94±3.93
.866 .944

4.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후 건강 체력의 변화

1) 신체 조성의 변화

본 연구에서 신체조성의 변화는 <표18>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부모참

여군과 비교군의 모든 신체조성 변인에서 그룹 간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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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체중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49.11±17.84 49.70±18.21
.092 .053 .764

비교군 58.77±15.56 59.57±15.67
Values are M±SD, *p<.05,**p<.01

(1) 체중의 변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체중 변화는 다음 <표19>와 같다.

체중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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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골격근량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22.30±6.02 23.37±6.89
4.870 .229 .039*

비교군 21.27±8.29 20.95±7.55

Values are M±SD, *p<.05,**p<.01

(2) 골격근량의 변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골격근량 변화는 다음 <표20>와 같다.

골격근량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39).



- 75 -

표21. 체지방량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11.87±7.28 13.07±8.31
.729 .541 .403

비교군 16.50±8.36 16.35±9.35
Values are M±SD, *p<.05,**p<.01

(3) 체지방량의 변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체지방량 변화는 다음 <표21>와 같다.

체지방량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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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체질량 지수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21.94±4.33 21.95±4.55
.005 .866 .944

비교군 22.90±3.92 22.94±3.93
Values are M±SD, *p<.05,**p<.01

(4) 체질량 지수의 변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체질량 지수 변화는 다음 <표22>와 같다.

체질랑 지수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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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근력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10.81±5.25 11.42±5.77
.413 .697 .527

비교군 12.91±4.47 12.77±3.94
Values are M±SD, *p<.05,**p<.01

2) 근력(악력)의 변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근력 변화는 다음 <표23>와 같다.

근력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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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근지구력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15.3±10.62 20.38±6.37
4.332 .005* .049*

비교군 20.00±7.01 21.00±9.30
Values are M±SD, *p<.05,**p<.01

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의 변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근지구력 변화는 다음 <표24>와 같다.

근지구력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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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유연성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6.73±8.34 -4.09±9.30
.096 .011* .760

비교군 -5.44±8.75 -3.30±9.54
Values are M±SD, *p<.05,**p<.01

4) 유연성(좌전굴)의 변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유연성 변화는 다음 <표25>와 같다.

유연성의 변화는 시간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p=760), 시간에 의한 효과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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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심폐지구력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 시간*그룹

부모참여군 12.35±10.55 17.42±12.90
.006 .006* .939

비교군 13.36±8.89 18.18±11.32
Values are M±SD, *p<.05,**p<.01

5) 심폐지구력(16M PACER)의 변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참여군과 비교군

의 심폐지구력 변화는 다음 <표26>와 같다.

심폐지구력의 변화는 시간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p=.939), 시간에 의한 효과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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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8주 동안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발

달장애아동 부모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과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

동량 및 건강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이

범진(2005)의 ‘운동참여 가치 인식 및 애로사항’ 설문지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장애아동 부모’라는 연구 참여자의 독특한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는 설문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 면

담과 문서 자료를 통해 설문지 결과에 대한 깊은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동작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활동량 변화를 알아보았고,

건강 체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Winnick과 Short(1999)의 BPFT를

사용하여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을 검사하고, 체성분분석기

를 이용해 신체조성을 측정하였다. 모든 양적 자료는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질적 자료 수집은 부모참여군만을 대상으로 8

주간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실시하였고, 문서 자료 수집은 프로그램

진행 기간에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부모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지만, 아동의 신체활

동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없었다. 건강 체력의 경우 신체조성

의 골격근량과 근지구력에서만 부분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

가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

동량 및 건강 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 82 -

1. 부모의 인식 변화

장애아동의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을 입증하기 위한 다수

의 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애아동 부모는 신체활동에

대한 교육적 선택은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형규 등, 2003).

이는 교사와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자녀의 신체활동

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An 등, 2013).

이에 대해 다수의 연구자들은 부모-교사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지

식 공유, 인식 향상에 적합한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참여 수중

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부모의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8주간의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운동 참여 가치 인식 및

애로사항’ 설문지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장애아동 부모’라는 개인의 특성과 독특한 상황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자료도 함께 수집하였다.

양적 자료(설문지) 분석 결과, 부모의 운동참여 가치 인식 및 애로사항

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운동 참

여 가치 인식의 경우, 두 그룹 모두 운동 중재 참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애로사항의 경우, 운동 중재 참여 여부에 따라

부모 참여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교군에서는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질적 자료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는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몰랐던 자

녀의 신체활동 능력과 참여 방법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깨닫고, 여가 시간

에도 자녀와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유의미함과 유의미하지 않음의 양적 자료의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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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고를 벗어나 깊은 이해와 결과의 확장이 가능하였고,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만의 독특한 경험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부모의 신체활동 참여를 통한 부모의 인식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매

우 미비한 상황이다. 박귀택(2015)은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

여를 통한 부모의 인식 변화에 관하여 운동군과 통제군을 설정한 운동

중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8주간의 운동 중재에 참여했던 발달장

애 아동 부모의 운동참여 가치 인식은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 선행연구의 결과는 그룹 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낸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그룹 설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

다. 운동군과 통제군을 설정했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부

모참여에 대한 명확한 효과검증을 위해 부모참여군과 부모비참여군(대조

군)을 설정하였다. 비교군에게 제공된 (부모비참여)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부모참여’ 조건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군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매 회기마다 아동의 수행을 지켜

보았고 프로그램 전·후 교사에게 아동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

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출석률 95.5%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프로그램이었다.

Pate 등(2006)은 부모참여는 교육에 대한 인식부터 교사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노력과 같은 간접적인 참여에서부터 구체적인 행동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체활동에 대한 간

접적인 부모참여 역시도 인식 변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An 등,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비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비교군의 부모들도 인식, 관심 그리고 교사와의 의

사소통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의 부모참여가 실시되었으며, 인식 변화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그룹 설정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도 제공받지 않는 통제집

단을 설정하였거나, 비교군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그룹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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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판단해볼 수 있었다.

국외 선행 연구의 경우, Kristi-Sayers 등(2002)이 실시한 부모참여 신

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부모의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

었다. 다운증후군 장애아동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8주간의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신체활

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참여

전에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신체활동에 대한 불안감, 기대감을 가지고 있

었지만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자신감, 만족감 등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부모의 인식

변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오히려 교육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

해 이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접촉가설과 인지부조화이론은 공통적으로 구조화된 환경이라는

전제조건이 따라야지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Allport,

1954; Draycott & Dabbs, 199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선행연구들

은 장애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신체활동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부정적 인식 형성의 주요인임을 지적하였고(박미란, 2009; 황미

라, 한민규, 2007),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구조화된 환경에서의 접촉 경

험과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박귀택, 2015; 이규진 등, 2015; 유연중, 2015; 하만두, 유은정,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개발된 구조화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식의 변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요

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신

체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Jeong 등(2015)이 보고한 장애아동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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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정적 상관관계, 즉 부모가 인식하

는 신체활동에 대한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적극

적일 것이라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 참여

는 교육 현장 외에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선행연구들과도 방향을 같이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Brookman,

Baker, Stadnick, & Taylor, 2012; Buschbacher, Fox, & Clarke, 2004;

김경양, 박은혜, 2013).

위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를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

로그램을 부모의 인식변화를 위한 중재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권해야 할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연구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그룹 설정과 운동 중재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신체활동량의 변화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질병예방, 건강증진 그리고 건강한 삶

의 영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알려져 있다. 특히 다수의 연구자

들은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동 참여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영역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위

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보고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동량은 동일 연령대의 비장애

아동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상태라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강유석 등,

2010; 권현진 등, 2009).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동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부모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가 가지는 아동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아동

은 더 많은 신체활동에 참여한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An 등,

2013; Jeong 등, 2015; Lee, 2005), 부모의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증가한 인식의 변

화가 자녀의 신체활동량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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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하루 평균 MVPA량

그리고 평균 보행수 모두 그룹 내,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보

다, 3가지 분석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운동 중재를 통해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다’는 결과(권현진, 2007; 박귀택, 2015; 조가람, 2014)와는 상반

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연구자가 미처 통제하지 못한 가외변수 중 하

나인 ‘계절’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2015년 6-8월

동안 여름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특히 사후 측정 기간의 폭염 주의보

가 내려졌던 무더운 날씨는 사후 데이터의 감소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실제로 신체활동량에 대한 계절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계절로 인해 달라지는

날씨 양상과 주간일조시간(daylight hours)이 신체활동량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며, 특히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은 신체활동량과 높은 수준의

체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Atkinson, G. & Drust,

B, 2005; Booth, M. L., Okely, A. D., Chey, T., Bauman, A. E., & Macaskill,

P., 2002; Lunt, D., Briffa, T., Briffa, N. K., & Ramsay, J., 2003; Tucker, P., &

Gilliland, J., 2007). 여름의 긴 일조시간과 좋은 기상 조건이 더 많은 신체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겨울에 비해 여름에 더 많은 신체활

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연구자들은 위의 선행연구들은 미국과 영국 등 제한된

나라에서만 실시하였으며, 일회성 측정, 4계절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등의 다양한 제한점을 가진다고 반박하며, 여름에 더 많은 신체활

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양상의 데이터

를 제시하였다. Ridgers, Salmon, & Timperio(2015)는 호주와 캐나다에

거주하는 8-12세 아동 326명의 4계절 변화에 따른 신체활동량을 측정한

결과, 아동의 신체활동량은 겨울에 비해 여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

소 양상을 보이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Baranowski, Thompson, D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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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nowski 와 Puhl(1993)도 계절에 따른 아동의 신체활동량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가을과 겨울에 비해 여름에 현저히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

량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연구자들이 더운 날

씨는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논의를 펼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2;

Gracia-Marco L, Ortega FB, Fuiz JR, Williams CA, Hagstromer M,

Manios Y, et al., 2013; Tucker, P, et al., 2007).

위의 두 논의를 종합해보면, 신체활동량에 대한 계절의 영향은 결론지

을 수 없지만 신체활동량은 겨울이나 여름과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영

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체활동량

의 결과 역시 급격히 더워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신체활동량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부모의 인식

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한 날씨라는 가외 변수로 인해

프로그램의 명확한 효과를 검증하는데는 한계가 따랐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 변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제군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변화를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체력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변화

하는 부모의 인식으로 인해 발달장애아동의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신체조성의 골격근량과 근지구력 항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대부분의 항목(체중, 체지방량,

체질량지수,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의 경우, 그

룹 내 시간에 의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미

루어 보았을 때, 부모 참여 여부에 의한 두 그룹간 체력 변화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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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지만, 두 그룹 모두 체력의 향상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해영 등(2010)이 12주간의 수영프로

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건강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근력,

근지구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박기

용 등(2011)이 12주간의 수영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지적장애아동의 건강

체력을 살펴본 연구에서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골격근량과 근지구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

한 차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8주

이상의 운동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했던 복합적인 상황을 이유로 선행

연구에 비해 짧은 기간의 운동 중재를 제공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최소 12주 이상의 긴 기간의 중재기간을 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8주,

주1회라는 짧은 기간과 적은 회기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신체조성 및 그

외 다른 건강 체력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인식 변화를 통해 자녀

의 신체활동량이 늘어나고, 체력이 향상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지

만, 변화된 인식이 자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8주는 부족한 시간이었

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운동 중재는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고강

도의 운동이 아니라 부모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었

기 때문에 기술 습득,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된 선행연구들의 결과

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군과 부모 비참

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군으로 2개의 집단만을 설정하였을 뿐, 어떠

한 운동 중재도 제공받지 않은 집단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 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

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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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아

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와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동량,

건강 체력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실험을 통해 본 연구 가설을 검

증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는 발달장애아동의 신

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는 발달장애아동의 신

체활동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는 발달장애아동의 건

강체력에 향상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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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미루어보았을 때,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부

모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였고 아동의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이에 연구자는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이 더 나

은 교육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실천적 차원과 후속 연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모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원하는 장애아동이라 해도 저마다의 사정

으로 인해 본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는 그리 많지 않았

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표본을 모집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무선 표집 및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도 제한이 따랐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수의 표본을 모집하여야 할 것이며,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무선 표집 및 할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장애 유형 및 문제 행동이 다양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운동지침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개별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

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좀 더 세부화 하여 그들의

특성이 반영된 개별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제한으로 인해 연구자들에게 주1회

90분의 프로그램을 8주간만 제공하였다. 물론 8주간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

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동의 신체활동량과 체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다. 연구 참여자(부모)는 인터뷰를 통해 프

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면 아동에게도 더 큰 변화가 있었을 것

이고, 교육기관과 가정의 일관된 교육을 위해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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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달을 위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참여’ 효

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부모참여에 대한 명확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집단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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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he Parent Participated Aquatic Exercise

Program on Parents’ Perception of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Physical Activity Level and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Sung-min, Chu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arent participated aquatic exercise program on parents’ perception of

physical activity(PA) participation and PA level and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DD). 26

pairs consisting of a parent and child, aged between 9 to 13 years

old with DD, participated in this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parent participated group(n=15) and the comparison

group(n=11). The parent participated group participated in the parent

participation aquatic exercise program, and the comparison group

participated in an aquatic exercise program. The two programs were

administered for 8 weeks, once a week for 90 minutes per session.

An identical analytic procedure was conducted for both p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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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test, which measured the parents’ perception of their child’s PA

participation, PA level, and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for children

with DD. The physical activity values and concerns survey was used

to measure parents’ perception of their child’s PA participation. To

profoundly research the change of parents’ perception, in-depth

interviews and document resources were also used. These were

conducted in the parent participated group after the 8 weeks of the

parent participation aquatic exercise. Actigraph GT3X+ was used to

measure PA level and BPFT(Brockport Physical Fitness Test) was

used to evaluate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A total of 25 pairs (Parent participation G: 14, Comparison G: 11)

were retained for the analysis because 1 pair dropped from the program.

Parents’ perception(survey), child’s PA level and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were analyzed by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The significance level was ρ<.05. Data from in-depth interview and

document resources were analyzed by a content analysis metho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Parents’ perception of child’s PA participation,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05) was not found from the data from

the survey. However, positive change in perception was found from

the qualitative data.

Secon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05) was not found for

every criterion selected in the measure of physical activity level.

Thir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05) was found only for

muscle endurance and skeletal muscle ma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ent participated aquatic exercise

program has positive effects for parents’ perception of child’s PA

participation. It also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of children with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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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 participated aquatic exercise

program has positive effects for parents’ perception of child’s PA

participation. It also h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of children with DD.

key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y, children, parents, aquatic

exercise, parent-participated, parent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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