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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8 주간의 탁구 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시지각 능력 및 운동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노      웅      래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주요어: 발달성협응장애, 탁구, 시지각 능력, 운동 수행력 

학  번: 2016-21624 

 

본 연구의 목적은 8 주 90 분 24 회기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시지각 능력 및 운동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S 시 중학교 세 곳에 다니는 남학생 450 명 중 체육 

수업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98 명을 교사로부터 추천 받았다. 그 중 

부모 및 학생의 동의를 얻은 54명을 대상으로 Bruininks Oseretasky Test  



   

of Motor Proficiency(BOT-2)를 실시하여 그 점수가 하위 15%이하인 학생 

및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Questionnaire- Korean(DCDQ-

K)을 실시하여 운동 수행력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신체적 결함이나 지능 및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학생, ADHD 를 

동반하지 않는 학생 31 명을 모집하여, 각 학교 일정에 맞춰 실험군 

16명과 통제군 15명으로 각각 나누어 편성하였다. 실험군은 8주, 주 3회, 

90 분 간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통제군은 주 2 회 학교 정규 

체육 수업에 참여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사전과 사후에 동일한 환경 및 방법으로 시지각 

능력(Korean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Adolescent)과 운동 

수행력(BOT-2)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Window SPSS 23.0 

ver.을 사용하여 제 2요인을 반복 측정한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지각 능력 중 따라 그리기와 형태항상성을 제외한 일반적 시지각 

지수를 포함하는 모든 하위 영역(시각 운동 속도, 시각-운동 탐색, 도형-

배경, 시각 통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또한 운동 



   

수행력 총 점수를 포함한 모든 하위 영역(미세운동조절력, 손 협응력, 

신체 협응력, 근력 및 민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탁구 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시지각 능력 및 운동 수행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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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정교한 움직임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눈, 손 등의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운동 감각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움직임을 통해 표현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움직임에 대한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다시 발달 

과정의 지체를 유발하게 된다(최승오, 2003). 이러한 발달 과정의 지체로 

인해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뇌성 마비나 지적장애와 

같이 진단 가능한 장애와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지적이나 신체적 

혹은 신경학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기술 발달의 지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집단을 발달성협응장애(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인구의 약 5-6%로 발현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발달성협응장애는 또래 아동들에 비해 운동 기술의 습득과 수행의 

어려움을 보이며 학습 및 활용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운동 

수행력의 문제는 학교생활, 여가 및 놀이 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기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운동 수행의 어려움은 

발달단계 초기에 나타나며 이러한 문제는 지능의 문제 혹은 신경학적인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특징을 보인다(AP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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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수행력 문제는 운동 발달의 지연 뿐 아니라 신체활동 

참여율과(Bart, Jarus, Erez, & Rosenberg, 2011) 체력을 저하시킨다(Rivilis 

et al., 2011). 이차적으로 자신감 및 자존감 등의 심리적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Piek, Barrett, Allen, Jones, & Louise, 2005) 등의 복합적인 

결과를 동반하며, 이러한 악순환은 성인기에 이르러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Cairney, 2015).  

발달성협응장애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세 조절(Tsai, Wu, & Huang, 2008), 움직임 

반응(Pettit et al., 2008), 시지각 능력(O'Brien, Williams, Bundy, Lyons, & 

Mittal, 2008; Van Waelvelde, De Weerdt, De Cock, & Smits-Engelsman, 

2004; P. H. Wilson, & McKenzie, 1998) 등 다양한 기능의 결함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중 발달성협응장애의 시지각 능력의 결함은 시지각 

기능(Van Waelvelde et al., 2004; P. H. Wilson, & McKenzie, 1998), 시지각 

민감성(Sigmundsson, Hansen, & Talcott, 2003), 시각 정보 

처리과정(O'Brien et al., 2008)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은 특정 자극에 대한 움직임 계획 및 

조절을 위해 시각적 정보에 더욱 의존 한다고 하였다(Debrabant, 

Gheysen, Caeyenberghs, Van Waelvelde, & Vingerhoets, 2013). 

이에 근거하여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 수행 문제가 시지각 능력의 

결함에 기인하여 나타난다는 의문이 제기 되었다. 이에 두 영역의 관계를 

규명하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두 영역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Hulme, Biggerstaff, Moran, & McKinlay, 1982; Hulme, 

Smart, & Moran, 1982; Lord, & Hulme, 1987, 1988; Sigmundsso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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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H. Wilson, & McKenzie, 1998). 발달성협응장애의 시지각 문제는 속도를 

요하는 운동 수행 뿐 아니라 학습능력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보고했으며, 

운동 수행 중 특히 눈-손 협응 동작 조절의 부정확함으로 조작 기술같은 

간단한 일상생활 기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Tsai, & Wu,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성협응장애 아동들의 운동 수행력과 

시지각 능력의 문제는 서로 다른 개별적인 문제로 접근되고있다. 따라서 

시지각과 운동 수행력 향상을 위한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신체활동이 시지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Deutsch, Borbely, Filler, Huhn, & Guarrera-Bowlby, 

2008). 그러나 발달성협응장애의 시지각 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마저도 신체활동 보다는 감각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적인 형태로 접근하였다. 또한 시지각 구성요소 중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 감소 시지각 능력(motor free visual perception)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 하고(Tsai, Wilson, & Wu, 2008) 

시각-운동 통합 능력(visual-motor integration)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Davidson, & Williams, 2000; Polatajko et al., 1995). 따라서 

발달성협응장애의 전반적인 시지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시지각 뿐 아니라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의 운동 수행력 향상에 초점을 

둔 국내 연구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그마저도 운동 수행력 중 건강 

체력요인에만 국한되어 있다(박영환, 2010; 이평원, 2014). 반면 

국외에서는 운동 중재가 운동 수행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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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Ferguson, Jelsma, Jelsma, & Smits-Engelsman, 2013; 

Fong, Chung, Chow, Ma, & Tsang, 2013; Giagazoglou, Sidiropoulou, Mitsiou, 

Arabatzi, & Kellis, 2015; SMITS-‐ENGELSMAN et al., 2013).  Peens, 

Pienaar, & Nienaber, 2008는 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의 운동 수행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Jelsma, 

Geuze, Mombarg, & Smits-Engelsman, 2014 는 Wii fit 을 활용한 운동 

중재를 통해 운동 수행력에 유의한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의 낮은 수준의 소근 및 대근운동능력, 균형성 등의 

운동 수행력 문제는 청소년 더 나아가 성인기까지도 지속된다고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Cousins, & Smyth, 2003; Rosenblum, 2013),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에만 국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국외와 달리 발달성협응장애를 따로 장애로 분류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 및 치료서비스를 위한 전문기관 뿐 아니라 중재 프로그램 

개발 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학년을 거듭할 수록 더욱 더 학업 

위주의 문화에 고착되어, 운동을 못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 문제로 

치부해버린다(양한나, & 김의수. 2007). 위와 같은 이유로 발달성협응장애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의 운동 발달 수준에 맞는 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라켓 운동은 달리기, 맞추기, 도약, 몸의 회전 등 대근 및 소근 

움직임을 모두 요구하는 전신운동으로 신경계 발달과 함께 호흡 순환계 

발달에 도움이 된다. 또한 라켓 운동은 지각 정보 중 특히 시지각 정보와 

동작 수행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Rodrigues, Vickers, & Williams, 2002), 정확하면서 간결하고 빠른 

동작 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시각탐색전략을 필요로 한다(S. Kim,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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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Kim, & Lee, 2007). 실제 라켓 운동 중 숙련자는 비 숙련자에 비해 

시각-운동 통합 영역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되었다(Caminiti, Ferraina, & Johnson, 1996; M. J. Wright, Bishop, 

Jackson, & Abernethy, 2010). 이철원, 2003 은 다양한 재활, 

치료프로그램의 하나로 라켓 운동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체력 향상은 물론 손-발 협응, 눈–손 협응 등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감각 통합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다수 선행연구들은 라켓 운동이 운동 수행력과 시지각에 유의한 

향상을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지태, & 김욱남, 2008; Chen, Tsai, 

Wang, & Wuang, 2015; Tsai,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8 주간의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시지각 능력과 운동 수행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후속 연구로 활용될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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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8 주간 90 분씩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발달성협응장애 학생들의 시지각 및 운동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발달성협응장애 학생의 시지각 능력과 운동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발달성협응장애 학생의 시지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발달성협응장애 학생의 운동 

수행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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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S 시내에 거주하는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 

남학생으로 제한한다. 

 

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체격 및 체력 조건과 유전적인 

특성을 완전히 고려하지 못한다. 

 

3)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식이 섭취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4)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실험 기간 중 중재 프로그램 외 

신체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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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발달성협응장애 

 

1) 발달성협응장애 정의 및 진단 기준 

발달장애나 신경학적 문제를 보이지는 않지만, 운동 기능 및 

수행능력이 부족해서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있다(Wall, Reid, 

& Paton, 1990).  APA, 2000 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운동 수행력 때문에 

동일 연령의 아동에 비하여 일상생활과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발달성협응장애(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der, DCD)로 

진단하고 있다.  

과거 연구자들은 운동 수행력이 부족한 상태를 신체적으로 

둔함(Physical awkwardness), 지각 운동기능장애(Perceptual motor 

dysfunction), 운동발달지체(Motor delay), 운동협응력문제(Motor 

coordination problems), 동작상의 문제(Movement problems), 발달성 

실행증(Developmental apraxia clumsy syndrome)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APA, 2000). 1987 년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Diagnostic Manual 에서 DCD 라는 현대 의학적 용어가 

등장한 후(APA, 1987) 운동 협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DCD 는 가장 

보편적인 진단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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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성협응장애를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의 진단과 편람 제 

5판인 DSM-Ⅴ(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Ⅴ)의 

준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진단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A)운동 수행이 필요한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능력이 개인의 생활 연령, 

지능에 따른 기대치보다 현저하게 낮다. 이는 운동 발달의 첫 수행(예: 

걷기, 기어 다니기, 앉기)의 현저한 지연, 물건 떨어뜨리기, 서툰 운동이나 

서툰 글씨 쓰기 등으로 나타난다. B)기준 A 항목의 장애가 학업 성취나 

일상생활의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C)증상의 발현이 발달단계 초기에 

나타난다. D)운동 수행력의 문제는 지적장애 또는 시각 손상 그리고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학적 문제(Cerebral palsy, Muscular 

dystrophy, Degenerative disorder)에 기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발달성협응장애의 유병률(Prevalence)의 4~11 세 

아동들에서 5~6%로 보고되고 있다.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은 여성에 

비하여 남성에게 더 흔하며, 남녀 비는 2:1에서 7:1 사이로 알려졌다(APA, 

2000). 

 

2)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 수행력 

발달성협응장애는 운동 수행력의 문제로 인하여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기술에 어려움을 겪는다(Cairney, 2015). 또한 놀이나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동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신체활동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Hill, 2001). 

운동 수행력의 문제로 발생된 발달성협응장애 비 활동성(inactivity)은 

아동의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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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놀이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자신감 문제나 자존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Cairney, 2015). 

발달성협응장애는 움직임의 패턴, 눈-손 협응력, 손-발 협응력 저하 

그리고 운동 기술 학습 능력의 저하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최승오, 2003). 

이러한 운동 수행력의 문제는 지각-운동기능(Perceptual motor function), 

감각통합(Sensory integration),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발달성협응장애는 

예상 가능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기술은 쉽게 수행할 수 있지만, 빠른 

적응을 요하면서 예상이 불가능하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수행되는 기술에 

어려움을 보인다. 때문에 발달 협응력 장애아동은 평형성, 양측 협응성, 

민첩성 그리고 공 다루기와 같은 활동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H. C. 

Wright, & Sugden, 1998).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의 낮은 수준의 소근운동능력과 대근운동능력, 

균형성 등의 운동 수행력 문제는 청소년 더 나아가 성인기까지도 

지속된다고 보고하고 있다(Cousins, & Smyth, 2003; Rosenblum, 2013). 

따라서, 발달성협응장애 아동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운동 수행력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스포츠나 신체활동에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발달성협응장애의 신체활동을 통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배규태, 

2009 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신체적 자기 개념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박영환, 2010 은 Ball sports program 을 통해 순발력, 평형성, 근지구력 

요인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평원, 2014 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기초체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 하고 있다.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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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모든 신체적 자기 개념 요소 뿐 아니라 

운동능력의 요소인 근력,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근지구력, 전신 지구력, 

전신 반응 모두에서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 수행력 향상을 위한 중재 연구는 운동 수행력의 

건강 체력요인에만 국한되어 있다(박상민, 2012; 박영환, 2010; 이평원, 

2014). 이러한 국내 실정과는 달리 국외에서는 신체활동 중재를 통한 그 

효과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Ferguson et al., 2013; Fong et al., 

2013; Giagazoglou et al., 2015; SMITS-‐ENGELSMAN et al., 2013).  Peens 

et al, 2008 는 신체활동에 기반한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의 운동 수행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고 보고 하고 있으며, Wii fit을 

활용한 신체활동 중재를 통해 운동 수행력에 유의한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했다(Jelsma et al., 2014).  Giagazoglou et al., 2015 는 트램폴린을 

활용한 중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2주간 트램폴린을 활용한 균형 

훈련 프로그램은 모든 균형 검사에서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De Milander, Coetzee, & Venter, 2015 는 지각 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기본 운동 기술에 기반한 지각 운동 중재 프로그램이 균형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근 운동에 초점을 맞춘 신체활동 중재가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이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또래 아동들보다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되고 있지만 

(Missiuna, 1994), 운동 능력 발달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운동 

발달상 적합한 신체활동 중재의 개입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 12 - 

제 2 절 시지각 
 

1) 시지각 

 

지각(Perception)이란, 자극의 패턴을 통하여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Frostig, Lefever, & Whittlesey, 1961 에 의하면 시지각이란 시각적 자극을 

경험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식별하여 해석하는 대뇌작용까지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시지각 발달이 지체된 학생은 사물의 인지와 

사물간의 관계 지각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현상을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여 학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 기능을 흭득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며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세상 속에서 살게 

된다고 하였다(여광응, 1987). 또한 정서적인 면(여광응, & 김광섭, 2002), 

도구를 다루는 것 뿐만 아니라 자조 활동, 작업, 놀이와 여가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Schneck, 2005). 

Frostig et al, 1961 는 시지각의 구성요소를 5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러한 영역의 시지각 기능은 비교적 다른 지각 영역과 독립해서 

발달하는 것이고 모든 시지각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시지각 하위 영역은 학습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5 개의 영역은 

시각-운동 협응(Visual-Motor Coordination), 도형-소지의 지각(Figure-

Ground Perception), 지각 항상성(Perceptual Constancy), 공간 위치 

지각(Position in space), 공간 관계 지각(Spatial Relationship)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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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각-운동 협응(Visual-motor coordination) 

시각-운동 협응은 시각을 신체운동 혹은 신체 일부와 조정 시키는 

능력이다. 사물을 눈으로 보고, 손을 갖다 대려면 손은 시각에 의해 안내 

되어야 한다. 달리고, 뛰어오르고, 공을 차고, 어떤 장애물 위로 넘어갈 

때도 눈이 다리의 움직임 지시한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연쇄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눈과 운동의 협응이 적합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 도형-소지 지각 (Figure-ground perception) 

우리가 받는 무수한 자극 중에는 어떤 특정한 것을 선택할 때 작용한다. 

보이는 사물 가운데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사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각한다. 인간의 두뇌는 무수하게 들어오는 자극들 가운데 제한된 수의 

자극만을 선택한다. 그 선택된 자극에 바로 관심과 주의의 중심이 되는데, 

이것이 개인의 지각영역에서 도형을 형성한다. 반면에 다른 대다수의 

선택 받지 못한 자극들은 희미하게 지각된 소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특징은 주의력이 부족하고 무질서하다. 어떤 학습 

장면에서 그 학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엉뚱한 자극에 주의를 

빼앗긴다. 반대로 주의를 다른 자극으로 이동시켜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의 어떤 특정 자극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도형-소지를 

구분하는 능력은 낱말이나 구문 또는 문장을 분석, 통합하는데 불가결한 

기초이다. 

  다. 지각 항상성 (Perceptual constancy) 

대상물을 보는 위치에 따라 눈의 망막 위에 비치는 상은 여러 가지고 

다르게 보이지만 그 사물의 고유한 속성, 즉 특정의 형, 크기,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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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같은 변하지 않는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올바른 지각 항상성을 가진 사람은 직육면체가 

정면으로 제시되어 정사각형처럼 보이거나 경사가 기울어져 보이더라도 

입방체로 인식할 수 있다. 특히 형의 항상성 지각 능력은 문장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낱말이나 철자를 찾아내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라. 공간-위치 지각 (Perception of position in space) 

  공간-위치 지각은 물체가 있는 공간과 관찰자와의 관계를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적으로 볼 때 한 개인은 자기 세계의 중심이 되며 

물체는 자신의 앞, 뒤, 위, 아래, 옆에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공간-위치 지각에 문제를 가지는 아동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면, 물체나 문자 기호 등을 정확히 보지 못하며 행동도 어색하기 

쉽다. 그리고 안과 밖, 위와 아래,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 같은 공간-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문자 학습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아를 어로,  6 을 

9로, 오를 우로 b를 d로 혼동하여 지각하기 쉽다.  

  마. 공간-관계 지각 (Perception of spatial relationship) 

 공간-관계 지각은 관계된 둘 이상의 물체의 위치 및 물체 상호간의 

위치, 즉 복수물의 상호관계를 지각하는 능력이다. 구슬을 끈에 꿰고 

있는 어린이는 자신과 끈과 구슬과의 위치를 지각해야 하며 끈과 구슬 

간의 위치도 지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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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성협응장애의 시지각 

 

시지각(visual perception)은 목표지향적 움직임 조절에 있어 지배적인 

양상으로(Hudgins, 1977), 눈으로 본 것에 대한 기억•이해•해석을 

포함한다. 또한 시지각은 직접적으로 동작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물체 확인 및 위치 확인과 관련되어있다(Jeannerod, 2006). 

지각정보처리와 움직임 조절 및 운동 학습 상황에서 시각이 다른 감각 

기관보다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Pew, 

1966; Proteau, 1992). 즉 운동을 몇 가지 시지각 능력들의 발달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 수행력의 

문제와 시지각 능력과 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되어왔다. 

그 중 다수의 연구에서 두 영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Hulme, 

Biggerstaff, et al., 1982; Hulme, Smart, et al., 1982; Lord, & Hulme, 1987, 

1988; Sigmundsson et al., 2003; P. H. Wilson, & McKenzie, 1998). Hoare, & 

Larkin, 1991 은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 수행력 문제는 특히 시지각을 

요하는 움직임의 속도, 힘, 방향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했고, Parush, Yochman, Cohen, & Gershon, 1998 는 

시지각과 운동 수행력의 문제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onifacci, 2004 는 운동 요소와 시지각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운동 

수행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발달성협응장애의 시지각 능력의 결함은 시지각 기능(Van 

Waelvelde et al., 2004; P. H. Wilson, & McKenzie, 1998), 시지각 

민감성(Sigmundsson et al., 2003), 시각 정보 처리과정(O'Bri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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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성협응장애를 갖는 

학생들이 보이는 “서투른 모습(Clumsiness)”은 시지각 정보 처리 과정 

특히 지각항상성과 도형 변별 능력의 문제에 기인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S. E. Henderson, 1993). 이처럼 발달성협응장애는 시지각 능력에 

문제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특정 자극에 대한 움직임 계획 및 조절을 

위해 시각적 정보에 더욱 의존 한다고 하였다(Debrabant et al., 2013). 

이러한 일관된 연구결과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발달성협응장애는 시지각 

능력의 문제를 갖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P. H. Wilson, & McKenzie, 

1998). 

신체활동을 통해 시지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 되고 있다(Deutsch et al., 2008; Wuang, Chiang, Su, 

& Wang, 2011). 한동기, 2013는 기본이동기술 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유아의 시지각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인, 2015 은 발달장애아동에게 12 주간 야구 타격 훈련을 제공하여 

시지각 구성요소 중 공간 위치, 도형-배경, 공간 관계, 눈-손 협응에서 

유의한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하지만 발달성협응장애의 시지각 

향상을 위한 중재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Polatajko et al., 1995 는 

고유성 감각 훈련을 통해 발달성협응장애의 시각-운동 통합 능력 향상 

시켰다고 보고하고 있고, 또한 Davidson, & Williams, 2000 는 10 주간의 

작업 치료를 통해 시각-운동 통합을 향상 시켰다. 그러나 중재 방법으로 

신체활동 보다는 감각 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적인 형태로 접근하였으며, 

그마저도 여러 시지각 구성요소 중 시각-운동 통합 지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Davidson, & Williams, 2000; Polatajko et al., 1995). 



 

 - 17 - 

제 3 절 라켓 운동 

라켓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고, 자신의 체력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이 있다. 특히 라켓 운동은 지각 정보 중 특히 

시지각 정보와 동작 수행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Rodrigues et al., 2002), 달리기, 맞추기, 도약, 몸의 

회전 등 대근 및 소근 움직임을 모두 요구하는 전신운동으로 신경계 

발달과 함께 호흡 순환계 발달에 도움이 된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08). 

이철원, 2003은 다양한 재활, 치료프로그램의 하나로 라켓 운동을 통하여 

전반적인 체력 향상은 물론 손-발 협응, 눈–손의 협응 등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감각 통합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 연구들을 통해 라켓 운동이 운동 

수행력에 유의한 향상을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지태, & 김욱남, 

2008; Tsai, 2009).  

또한 라켓 운동은 정확하면서 간결하고 빠른 동작  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시각탐색전략을 필요로 한다(S. Kim et al., 2007). 라켓 운동 시 

숙련자는 비 숙련자에 비해 시각-운동 통합 영역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밝혔다(Caminiti et al., 1996; M. J. Wright et al., 2010). 

또한 라켓 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에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Che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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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 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450 명중 체육수업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98 명을 교사로부터 추천 받았다. 추천 받은 95 명 

중 부모 동의를 얻은 54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Bruininks Oseretasky Test 

of Motor Proficiency(BOT-2)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후 해당 학생들의 

연령대에 적합한 표준점수를 구하여 그 점수의 백분위가 하위 15% 

이하인 학생 및 DCDQ-K(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Questionnaire- Korean)를 실시하여 운동 수행력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신체적 결함이나 지능 및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학생, ADHD를 동반하지 않는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 대상자의 보호자들은 연구의 진행 절차 및 내용,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표 1] 연구 참여 대상자 정보 

구분(인원) 연령(세) 신장(cm) 체중(kg) 

실험군(N=16) 13.75(1.07) 167.39(7.20) 76.03(17.43) 

통제군(N=15) 13.73(1.03) 166.60(5.22) 64.83(15.14) 

Values are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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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으로 연구 설계 및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정 기준에 맞는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 31명을 실험군 16명과 

통제군 15명으로 각각 나누어 편성하였다. 각 그룹을 한국판 시지각 발달 

측정도구(K-DTVP-A)로 사전 측정 하였고, 운동 수행력의 사전 측정은 

선별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료로 대신하였다. 사전 측정 실시 후 수집된 

자료를 독립 t 검정(Independent t-test / P=<.05)을 통해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동질성 검증 후, 실험군 15명은 8주 동안 주 3회씩 총 24회기, 90분의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통제군에게는 탁구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주 2 회 학교 정규 체육수업에 참여하였다. 

실험군내에서는 중재 기간 동안 16 명의 모든 피험자는 85.4%의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통제군내에서는 중재 기간 동안 정규 체육 수업에 100% 

출석률을 보였다. 

8 주간의 중재프로그램 종료 후, 두 집단 모두 사전과 동일한 항목과 

방법으로 사후 측정을 진행하였다. 사전과 사후 측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Window SPSS 23.0 ver.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설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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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 31명 

사전 측정 

시지각 능력(K-DTVP-A) 및 운동 수행력(BOT-2) 측정 

실험군 (16)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 

통제군 (15) 

정규 체육 수업 참여 

사후 측정 

시지각 능력(K-DTVP-A) 및 운동 수행력(BOT-2) 측정 
 

자료처리 및 분석 

Window SPSS 23.0 Ver. 

[그림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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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 방법 및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변인 및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표 2] 측정 항목 및 도구 

측정 항목 측정 도구 

시지각 능력 

Korean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Adolescent 

(K-DTVP-A) 

운동 수행력 

Bruininks-Osereta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BOT-2) 

 

1) K-DTVP-A (시지각 발달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 학생의 시지각을 평가하기 위하여 DTVP-

A(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Adolescent and Adult)를 표준화 

및 번안한 한국판 시지각 발달 검사 청소년(Korean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Adolescent; K-DTVP-A, 이하 K-DTVP-A 로 표기함)를 

실시하였다. 이 도구는 만 9 세부터 만 19 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6 개 하위 검사로 (따라 그리기, 도형-배경, 시각-운동 탐색, 시각 

통합,시각-운동 속도 형태 항상성)으로 구성된다. 이 검사 도구는 

피검자의 시지각 능력 또는 시각-운동 문제 유무와 그 정도를 확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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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유용하다. 또한 운동 개입의 유무에 따른 각 각의 시지각 능력 

지수를 제시하기 때문에 두 능력을 비교 및 이해하기 용이하다.  

아래 표의 하위 검사들을 통해 서로 다른 유형의 시지각을 측정하여 

종합한 점수가 일반 시지각 지수라고 한다. 일반 시지각 지수는 크게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Motor-Reduced Visual Perception Index; MRPI)와 

시각-운동 통합 지수(Visual-Motor Integration Index; VMII)로 분류할 수 

있다.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는 운동 개입이 최소로 요구되는 시지각 

능력 지수이며, 시각-운동 통합 지수(VMII)는 운동 개입이 이루어진 

시지각 능력 지수를 말한다. 

 K-DTVP-A 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 개 하위 검사 항목의 경우 

신뢰도 계수는 .74~.87 이며, 종합 척도의 경우 .83 으로 보통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로서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채점자 

간의 신뢰도는 두 검사자의 체점결과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여 

산출되었으며 .94~.98의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다.  

다음 표 는 K-DTVP-A의 하위 검사 구성 및 세부 내용이다. 

 

[표 3] K-DTVP-A 하위 검사 구성 및 설명 

 

K-DTVP-A 

하위 

검사 

설명 

시각-운동 

통합 지수

(VMII) 

따라 

그리기 

간단한 그림을 보고 종이에 따라 그린다. 이 

때 제시 된 그림들은 점차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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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운동 

탐색 

무선적으로 배열된 숫자가 적힌 원을 가능한 

빨리 순서대로 연결해야 한다. 

시각-운동 

속도 

4개의 서로 다른 도형에 그려진 특정 표시를 

보고, 그 중 두 개 도형에만 그려진 특정 표시

를 기억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아무 

표시 없는 네 종류의 도형들이 그려진 반응지

에 해당 도형과 동일한 표시를 해야 한다. 

운동 감소 

시지각  

지수 

(MRPI) 

도형- 

배경 

자극 그림을 본 뒤, 복잡한 여러 도형들 속에 

숨겨진 자극 그림을 찾아야 한다. 

시각- 

통합 

자극 그림을 본 뒤, 미완성된 여러 그림들 가

운데서 동일한 그림을 찾아야 한다. 

형태 

항상성 

자극 그림을 본 후 일련의 그림 중 그와 같은 

그림 두 개를 찾는다. 이 때 보기의 그림은 크

기, 위치, 음영이 다르거나 복잡한 배경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2)   BOT-2 (운동 수행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대상 학생의 운동 수행력을 평가하기 위해 Bruininks-

Oseretasky Test of Motor Proficiency(BOT-2)을 사용하였다. BOT-2 는 

1978 년 Bruininks 가 개발한 Bruininks-Oseretasky Test of Motor 

Proficiency(BOTMP)의 개정판으로 4 세에서 21 세까지 개인의 운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BOT-2 는 미세운동조절(fine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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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손 협응(manual coordination), 신체 협응(body coordination), 

근력과 민첩성(strength and agility)의 4 가지 복합 운동 영역의 숙련도를 

평가한다. 미세운동조절은 손과 손가락의 말단 근육 조직의 조절과 

협응이 필요한 쓰기와 그리기를 포함한 운동기술을 평가하며 

미세운동정확성(fine motor precision), 미세운동통합(fine motor 

integration)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 협응은 손과 팔의 협응, 

민첩성, 속도가 필요한 뻗기와 쥐기, 물체 조작을 포함한 운동기술을 

평가하며 손 민첩성(manual dexterity), 상지 협응(upper-limb 

coordination)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 협응은 상지와 하지의 

협응과 균형을 포함한 운동기술을 측정하며 양측 협응(bilateral 

coordination), 균형(balance)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력과 

민첩성은 걷거나 달리는 동안 좋은 신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운동 기술 및 운동 속도, 대 근육의 세기를 측정하며 달리기 속도와 

민첩성(running speed and agility)과 근력(strength)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4 가지의 운동 영역들의 모든 점수를 합산하면 운동 

수행력 총 점수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형(long form)과 단축형(short form) 중 완전형을 

사용하였다. 완전형은 총 53 개의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운동 능력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하여 피험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각 하위 검사 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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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BOT-2 하위 검사 구성 및 설명 

하위 검사 설명 

미세 운동 

정확성 

(fine motor 

precision) 

손가락과 손의 정밀한 움직임을 필요한 활동들로 5개의 

그리기 항목과 1개의 종이 접기 항목, 1개의 자르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목적은 지정된 경계 

내에서 그리고, 접고,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피험자의 

수행 정도는 얼마나 경계 내에 잘 머무르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이 하위 검사는 정밀한 움직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하위 검사의 항목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미세 운동 통합 

(fine motor 

integration) 

피험자는 단순한 원형에서 겹치는 연필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의 그림을 보고 가능한 정확하게 

따라 그려야 한다. 또한 미세운동정확성과 마찬가지로 

손가락과 손의 정밀한 움직임을 제어해야함으로 시간 

제한이 없다. 

손 민첩성 

(manual 

dexterity) 

뻗기와 쥐기 등 양손 협응 활동을 포함한 목표 지향적 

활동들로 동전 줍기, 동전 옮기기, 블럭 꿰기, 카드 

분류하기, 페그 꽂기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항목들은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피험자는 제한 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정확성에 

속도를 더하여 손 민첩성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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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협응 

(bilateral 

coordination) 

스포츠 경기 및 레크레이션 게임과 관련된 운동 기술을 

평가한다. 측정 항목에는 신체 조절(body control), 상 ⦁	 

⋅ 하지의 연속적인 움직임이나 동시 협응력을 요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균형 

(balance) 

위 하위 검사는 서 있거나 걷기와 같은 일상생활 기술 

수행 중 자세 유지에 필요한 균형 능력을 평가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바닥 및 균형대(balance beam) 

위에 양 발 혹은 한발로 서기나 선 따라 걷기 등을 

실시한다. 

달리기 속도 

와 민첩성 

(running speed & 

agility) 

달리기 속도와 민첩성을 평가하는 하위 검사로 왕복 

달리기(shuttle run), 한발 및 양 발 호핑, 스테핑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지 협응  

(upper-limb 

coordination) 

시각 추적을 포함한 팔과 손의 협응력을 평가하는 하위 

검사로 테니스 공 잡기, 드리블, 던지기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4개의 항목은 한  손 의 

협응만을 필요로 하고 나머지 3개의 항목은 양손 

협응을 요한다. 

근력 

(strength) 

위 하위 검사는 상지와 하지의 근력을 평가한다. 근력은 

대근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동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하위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측정 항목으로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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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중재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시한 탁구 운동 프로그램은 Pan et al., 2017 의 중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Pless, & Carlsson, 2000 는 

메타분석연구를 통해 발달성협응장애 학생들에게 주 3 회 이상의 빈도로 

중재가 제공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8 주의 중재 기간만으로 발달성협응장애 학생의 운동 기능(motor 

function)을 향상 시켰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Hung, & Pang, 

2010)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은 주 3 회 8 주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시간은 회 당 90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제지향접근법을 

적용하였다. 과제지향접근법은 개인이 보이는 운동 기술의 문제를 과제 

분석을 통해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개인과 환경 그리고 과제의 상호작용 

중 과제에 초점을 두고 중재가 이루어진다(D. A. Sugden, & Chambers, 

2003).  SMITS-‐ENGELSMAN et al., 2013 는 발달성협응장애 학생이 

보이는 특정 운동 기술의 문제는 그와 관련된 특정 과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메타 분석 연구를 

통해 발달성협응장애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중재 접근 방법을 

과제지향접근 기반 중재 프로그램과 신체 활동 기반 중재 프로그램 

이라고 밝혔다. 이에 근거하여 신체 활동 중재 프로그램에 

과제지향접근법을 접목 시켜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물리치료(physical therapy)에 과제지향접근법을 접목하여 DCD 와 

ADHD 를 동반한 학생에게 적용해 운동 수행력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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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으며(Watemberg, 

Waiserberg, Zuk, & Lerman-‐Sagie, 2007), 과제지향접근법의 적용이 

발달성협응장애 학생의 지각 능력 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Loftesnes, Ingvaldsen, & Sigmundsson, 2017).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과제지향접근법을 적용하여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시지각 및 운동 

수행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세부 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프로그램 구성 

가) 준비 운동 

수업의 시작으로 출석을 부르고, 운동 중 부상 예방을 위해 상 

하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을 수행하였다. 

 

나) 본 운동 

본 운동에서는 1)과제 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탁구 활동, 2)탁구 

기술 연습, 3)탁구 게임을 진행하였다. 1) 활동에서는 탁구공과 

탁구채를 활용해 다양한 신체 협응 활동, 균형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2) 활동에서는 그립 잡는 법에서부터 서브(탑 스핀, 

백 스핀, 사이드 스핀), 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를 연습하였다. 

마지막으로 3)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짝을 바꿔가며 간이 게임, 

단식, 복식 게임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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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무리 운동 (5분) 

호흡 정리 및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수행하였다. 마무리 운동 후에는 “오늘의 모범상” 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날 가장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등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인 학생을 호명하였다. 호명된 학생은 

친구들 앞에 나와 다 같이 박수를 쳐 축하해 주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 

하였다. 

 

[표 5] 탁구 운동 프로그램 개요 

시간 활동 내용 
5분 준비운동 스트레칭 및 맨손체조 

30분 
과제 
분석 
결과 

1.탁구공 추적하기 
-제한시간 내 노란 공 찾기, 
특정 숫자가 적힌 공 찾기 등 

2.공 따라 
신체 조절 하기 

-탁구공 줍기, 한 발 들고 공 
주고 받기, 장애물 달리기  등 

3.팔의 각도 유지하기 
-탁구채 위에 탁구공 올려 

놓고 버티기 
,탁구채로 탁구공 드리블 등 

4.몸통 회전하기 -탁구공 멀리 치기 등 

5.몸통 제자리로 돌리기 
-옆 사람에게 탁구공 옮기기 

릴레이 시합 등 

6.공치기 
- 손바닥 탁구, 탁구채로 
탁구공 쳐 종이컵 맞추기 등 

7.팔로 스루 하기 -탁구공 던지기, 벽 탁구 등 

30분 
탁구 기술 
훈련 

-포핸드 및 백핸드 
스트로크, 서브, 연습 

20분 탁구 게임 -단식, 복식 게임 

5분 정리 운동 스트레칭 및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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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은 주 3 회 8 주 총 24 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각각의 회기들은 준비운동 5 분, 과제 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탁구 활동 30분, 탁구 기술 훈련(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 

서브) 30 분, 탁구 게임 20 분, 정리 운동 5 분으로 총 90 분간 

진행되었다.  

그 중 과제 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탁구 활동에서는 탁구 

스트로크 동작을 불연속적 과제의 내용 분석을 통해 단계별로 

구분하고, 탁구 스트로크에 필요한 단계별 과제들을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습하도록 하였다. 우선 불연속적 과제 분석 

결과, 탁구 스트로크 동작 수행을 위해 1. 탁구공에 시선을 

고정한 상태로 움직이는 공을 추적하기, 2. 공의 궤적에 따라 신체 

조절 하기, 3. 탁구채를 잡은 팔의 각도를 90-120도로 유지하기, 4. 

무게 중심을 이동하며 몸통 회전하기(백스윙), 5. 신체 균형을 

잃지 않고 몸통을 제자리로 돌리기, 6. 팔의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공치기(임팩트), 7. 부드럽게 팔로 스루 하기(팔로스루)가 필요하다. 

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탁구 스트로크에 필요한 단계별 운동 

과제와 관련된 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안구 조절 

활동,  균형 활동, 상지와 하지의 협응 능력과 눈-손 협응력을 

포함하는 신체 협응력 활동, 이동운동기술(탁구 풋워크)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안구 조절 활동에서는 특정 과제 수행을 통해 단속성, 

추적, 이접, 전정 안구운동을 반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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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바닥에 무작위로 여러 개의 노란색 탁구공과 하얀색 

탁구공을 놓고 제한시간 내에 노란 공 만을 주어 오는 과제 

수행을 통해 다양한 안구 조절 움직임을 유도 하였다. 신체 

협응력 활동에서는 탁구공 드리블, 손 탁구, 탁구공을 쳐 종이컵 

맞추기, 종이컵으로 탁구공 받기, 벽 탁구, 바구니에 공 넣기 등의 

상지와 하지의 협응 능력과 눈-손 협응력을 요구하는 과제들로 

구성하였다. 균형 활동과 이동운동기술(탁구 풋워크) 활동에서는 

탁구채 위에 탁구공 올려 놓고 선 따라 걷기, 릴레이로 탁구공 

옮기기 등 균형 능력과 이동운동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위 과제들은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흥미를 고려한 목표지향적(goal-oriented)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탁구 기술 훈련에서는 포핸드, 백핸드, 서브에 중점을 두고 

연습하였다. 첫 단계에서 탁구 기계를 통해 같은 방향 및 속도로 

쏘아진 공을 반복적으로 포핸드, 백핸드 스토로크를 연습하도록 

하였고 그 후 여러 방향으로 쏘아진 공을 치거나 혹은 속도를 

점차 높여가며 과제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기존 탁구 기술 훈련은 

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백 번 연습해야 한다. 하지만 

발달성협응장애 학생은 집중 시간이 짧고 주의가 산만한 특징을 

보인다(Wilmut, Brown, & Wann, 2007).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탁구공을 받아 쳐 지정된 구역으로만 보내거나, 종이컵 맞추기, 

여러 크기의 바구니에 넣어 보기 등의 과제를 제시하여 흥미 유발 

및 집중력 향상을 유도하였다. 



 

 - 32 - 

마지막으로 탁구 기술을 실제 적용해보고 응용해보도록 탁구 

시합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짝을 바꿔가며 간이 게임, 단식, 

복식 게임을 하였다. 실제 탁구 경기 규칙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1게임은 11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탁구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 과정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주차 별 프로그램 

 주차 활동 

1단계 

1 

1. 신체 협응력 활동 
-탁구공 손 드리블 

-손바닥 탁구 
(종이컵 맞추기, 렐리  주고 받기) 

-탁구채 위에 탁구공 올려 놓고 버티기 
(제자리, 걷기, 달리기) 

-토스 된 탁구공 바구니로 받기 
 

2. 탁구 기술 연습 
-쉐이크 핸드 그립 연습 
-포핸드 스트로크 연습 

 
3.탁구 게임 
-간이 탁구 

2 

1. 신체 협응력 활동 
-탁구채로 탁구공 드리블 

(제자리, 걷기, 달리기) 
-탁구공 멀리 치기 

-탁구채로 탁구공 쳐 종이컵 맞추기 
-탁구공 주고 받기 

(2인 1조, 3인 1조) 
 

2. 탁구 기술 연습 
-쉐이크 핸드 그립 연습 
-포핸드 스트로크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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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탁구 게임 
-간이 탁구 

2단계 

3 

1.신체 협응력 및 안구 조절 활동 
-탁구채로 탁구공 드리블 

(제자리, 걷기, 달리기) 
-탁구공 주고 받기 

(6인 1조) 
-제한시간 내 노란 탁구공 찾기 
-특정 숫자 적힌 탁구공 찾기 

 
2. 탁구 기술 연습 

-포핸드 및 백핸드 스트로크 연습 
 

3.탁구 게임 
-단식 경기 

 

4 

1. 신체 협응력 및 안구 조절 활동 
-탁구채로 탁구공 드리블 

(제자리, 걷기, 달리기) 
-벽 탁구 

(2인 1조, 3인 1조, 6인 1조) 
-제한시간 내 노란 탁구공 찾기 
-특정 숫자 적힌 탁구공 찾기 

 
2. 탁구 기술 연습 

-포핸드 및 백핸드 스트로크 연습 
 

3.탁구 게임 
-단식 경기 

 

3단계 5 

1.균형 활동 
-눈 뜨고 혹은 눈 감고 한 발 들고 버티기 
(탁구채 위에 공 올려 놓은 상태로 버티기) 

-선 따라 걷기 
(탁구공 던지고 받으며, 탁구채 위에 공 올려 놓으며 

걷기) 
-한 발 들고 바닥에 탁구공 줍기 

-한 발 들고 탁구공 손으로 주고 받기 
 

2. 탁구 기술 연습 
-백핸드 스트로크 및 풋워크 연습 

 
3.탁구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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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경기 
 

6 

1.균형 활동 
-선 따라 걷기 

(탁구채 위에 공 올려 놓으며, 공 위로 튀기며 걷기) 
-한 발 들고 바닥에 탁구공 줍기 시합 

-균형 보드 위에서 탁구공 손 혹은 탁구채로 주고 받기 
 

2. 탁구 기술 연습 
-백핸드 스트로크 및 풋워크 연습 

 
3.탁구 게임 
-단식 경기 

4단계 

7 

1.이동운동기술 활동 
-탁구공 옮기기 릴레이 시합 

-탁구채 공 위에 올려 놓고 이동하기 및 릴레이 시합 
(걷기, 달리기, 슬라이딩, 갤로핑, 점핑) 

 
2.탁구 기술 연습 

-포핸드 및 백핸드 스트로크 연결하기 
-서브 연습 

 
3.탁구 게임 
-복식 경기 

8 

1.이동운동기술 활동 
-탁구공 옮기기 릴레이 시합 

-탁구채로 공 위로 치며 이동하기 및 릴레이 시합 
(걷기, 달리기, 슬라이딩, 갤로핑, 점핑) 

 
2.탁구 기술 연습 

-포핸드 및 백핸드 스트로크 연결하기 
-서브 연습 

- 
3.탁구 게임 

-토너먼트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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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데이터 값은 Windows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모든 자료는 기술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독립 t 검정 (independent t-test)을 통해 그룹간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3.   제 2 요인을 반복 측정한 이원분산분석 (2-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을 통한 그룹과 시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4.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통해 그룹 내 차이를 검정하였다. 

  

5.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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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제 1 절 동질성 검정(독립 t 검정) 결과 

 

8 주간 총 24 회의 탁구 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시지각 능력 및 운동 수행력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동질성 검정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7] 시지각 능력 동질성 검정 결과 

변인 실험군 
N=16 

통제군 
N=15 t p 

시각-
운동 
통합 
지수 

(VMII) 

따라 
그리기 

11.00 
(1.75) 

11.80 
(1.37) -1.409 .170 

시각 운동 
속도 

8.06 
(3.51) 

8.53 
(2.72) -.415 .681 

시각-운동 
탐색 

11.13 
(3.03) 

11.73 
(3.71) -.501 .620 

운동  
감소  
시지각  
지수 

(MRPI) 

도형-배경 9.88 
(2.28) 

10.00 
(2.04) -.161 .873 

시각 통합 9.19 
(2.07) 

10.13 
(1.85) -1.338 .191 

형태 
항상성 

8.94 
(2.67) 

10.33 
(2.19) -1.584 .124 

종합 
지수 

일반적 
시지각 

98.00 
(11.67) 

102.87 
(8.30) -1.328 .195 

Values are M±SD, *p<.05, **p<.01 
 

두 그룹 간 시지각 능력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 t 검정 결과, 

모든 하위검사에서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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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운동 수행력 동질성 검정 결과 

변인 
실험군 
N=16 

통제군 
N=15 t p 

M(SD) M(SD) 

운동 
수행력 

미세 운동 
조절력 

38.06 
(4.68) 

38.87 
(3.48) -.540 .594 

손 협응력 38.56 
(2.99) 

36.07 
(3.97) 1.985 .057 

신체 협응력 38.31 
(5.34) 

37.67 
(5.73) .325 .748 

근력 및 민첩성 42.31 
(6.63) 

42.33 
(4.89) -.010 .992 

총 점수 36.00 
(2.25) 

35.53 
(2.30) .571 .572 

Values are M±SD, *p<.05, **p<.01 

 
 
두 그룹 간 운동 수행력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 t 검정 결과, 

모든 하위검사에서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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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지각 능력 검사 결과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시지각 능력 하위 검사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9] 시지각 하위 검사의 변화 

변인 
실험군 
N=16 

통제군 
N=15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시

각

운

동

통

합

지

수 

따라 
그리기 

11.00 
(1.75) 

11.50 
(2.19) 

11.80 
(1.37) 

11.33 
(1.11) 2.925 .098 

시각-운
동 탐색 

11.13 
(3.03) 

14.50 
(2.37) 

11.73 
(3.71) 

12.20 
(4.62) 9.425 .005** 

시각-운
동 속도 

8.06 
(3.51) 

13.75 
(3.49) 

8.53 
(2.72) 

9.00 
(2.73) 

23.98
3 .000** 

운

동

감

소

시

지

각

지

수 

도형-배
경 

9.88 
(2.28) 

13.69 
(2.98) 

10.00 
(2.04) 

10.47 
(2.53) 

12.07
4 .002** 

시각 통
합 

9.19 
(2.07) 

10.50 
(1.21) 

10.13 
(1.85) 

10.07 
(1.58) 6.069 .020** 

형태 
항상성 

8.94 
(2.67) 

9.13 
(2.60) 

10.33 
(2.19) 

10.40 
(2.23) .129 .722 

종

합

지

수 

일반적 
시지각 
지수 

98.00 
(11.67) 

115.06 
(10.91) 

102.87 
(8.30) 

103.93 
(9.31) 

42.05
8 .000**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시지각 능력 하위 검사 중 도형-배경, 시각-운동 탐색, 시각 통합, 시각-

운동 속도, 일반적 시지각 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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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 그리기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따라 

그리기 점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0] 따라 그리기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11.00 

(1.75) 

11.50 

(2.19) 
-1.118 

시간 .003 .953 

그룹 .358 .554 

통제군 

(N=15) 

11.80 

(1.37) 

11.33 

(1.11) 
1.388 시간*그

룹 
2.925 .098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2] 따라 그리기의 변화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따라 그리기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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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형-배경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도형-배경 

점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1] 도형-배경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9.88 

(2.28) 

13.69 

(2.98) 
-5.338** 

시간 19.749 .000** 

그룹 4.222 .049* 

통제군 

(N=15) 

10.00 

(2.04) 

10.47 

(2.53) 
-.730 시간*그

룹 
12.074 .002**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3] 도형-배경의 변화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도형-배경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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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운동 탐색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시각-운동 

탐색 점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2] 시각-운동 탐색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11.13 

(3.03) 

14.50 

(2.37) 
-5.400** 

시간 16.446 .000** 

그룹 .525 .475 

통제군 

(N=15) 

11.73 

(3.71) 

12.20 

(4.62) 
-.652 시간*그

룹 
9.425 .005**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4] 시각-운동 탐색의 변화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시각-운동 탐색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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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 통합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시각 통합 

점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3] 시각 통합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9.19 

(2.07) 

10.50 

(1.21) 
-3.323** 

시간 4.952 .034* 

그룹 .220 .642 

통제군 

(N=15) 

10.13 

(1.85) 

10.07 

(1.58) 
.168 시간*그

룹 
6.069 .020*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5] 시각 통합의 변화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시각 통합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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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각-운동 속도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시각-운동 

속도 점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4] 시각-운동 속도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8.06 

(3.51) 

13.75 

(3.49) 
-5.742** 

시간 33.324 .000** 

그룹 .4.587 .041* 

통제군 

(N=15) 

8.53 

(2.72) 

9.00 

(2.73) 
-1.522 시간*그

룹 
23.983 .000**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6] 시각-운동 속도의 변화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시각-운동 속도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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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태 항상성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형태 

항상성 점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5] 형태항상성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8.94 

(2.67) 

9.13 

(2.60) 
-.899 

시간 .572 .456 

그룹 2.405 .132 

통제군 

(N=15) 

10.33 

(2.19) 

10.40 

(2.23) 
-.250 시간*그

룹 
.129 .722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7] 형태 항상성의 변화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형태 항상성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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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적 시지각 지수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일반적 

시지각 총 지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6] 일반적 시지각 지수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98.00 

(11.67) 

115.06 

(10.91) 
-8.806** 

시간 54.025 .000** 

그룹 ..826 .371 

통제군 

(N=15) 

102.87 

(8.30) 

103.93 

(9.31) 
-.717 시간*그

룹 
42.058 .000**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8] 일반적 시지각 지수의 변화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일반적 시지각 총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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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운동 수행력 검사 결과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운동 수행력 하위 검사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7] 운동 수행력 하위 검사의 변화 

변인 

실험군 
N=16 

통제군 
N=15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미세 
운동 
조절력 

38.06 
(4.68) 

43.31 
(5.78) 

38.87 
(3.48) 

38.07 
(5.39) .16.007 .000** 

손 
협응력 

38.56 
(2.99) 

46.31 
(5.77) 

36.07 
(3.97) 

35.87 
(3.54) 28.877 .000** 

신체 
협응력 

38.31 
(5.34) 

46.94 
(4.30) 

37.67 
(5.73) 

38.07 
(6.45) 13.497 .001** 

근력 및 
민첩성 

42.31 
(6.63) 

49.75 
(5.32) 

42.33 
(4.89) 

42.00 
(5.07) 21.341 .000** 

운동 
수행력 
총 점수 

36.00 
(2.25) 

44.06 
(4.19) 

35.53 
(2.30) 

35.47 
(2.85) 58.442 .000**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운동 수행력 하위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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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 운동 조절력의 변화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미세운동조절력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8] 미세 운동 조절력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38.06 

(4.68) 

43.31 

(5.78) 
-4.189** 

시간 8.660 .006** 

그룹 1.925 .176 

통제군 

(N=15) 

38.87 

(3.48) 

38.07 

(5.39) 
.993 시간*그

룹 
16.007 .000**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9] 미세 운동 조절력의 변화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미세 운동 조절력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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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 협응력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손 협응력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9] 손 협응력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38.56 

(2.99) 

46.31 

(5.77) 
-6.072** 

시간 26.044 .000** 

그룹 23.971 .000** 

통제군 

(N=15) 

36.07 

(3.97) 

35.87 

(3.54) 
.289 시간*그

룹 
28.877 .000**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10] 손 협응력의 변화 

8주간 총 24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손 

협응력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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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 협응력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신체 

협응력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0] 신체 협응력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38.31 

(5.34) 

46.94 

(4.30) 
-6.857** 

시간 16.250 .000** 

그룹 8.587 .007** 

통제군 

(N=15) 

37.67 

(5.73) 

38.07 

(6.45) 
-.212 시간*그

룹 
13.497 .001**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11] 신체 협응력의 변화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신체 협응력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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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력 및 민첩성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근력 및 

민첩성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 근력 및 민첩성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42.31 

(6.63) 

49.75 

(5.32) 
-5.195** 

시간 17.837 .000** 

그룹 4.587 .041* 

통제군 

(N=15) 

42.33 

(4.89) 

42.00 

(5.07) 
.403 시간*그

룹 
233.752 .000**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12] 근력 및 민첩성의 변화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근력 및 민첩성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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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동 수행력 총 점수 

8 주간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운동 

수행력 총 점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2] 운동 수행력 총 점수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t 구분 F p 

실험군 

(N=16) 

36.00 

(2.25) 

44.06 

(4.19) 
-8.441** 

시간 56.541 .000** 

그룹 23.080 .000** 

통제군 

(N=15) 

35.53 

(2.30) 

35.47 

(2.85) 
.163 시간*그

룹 
58.442 .000**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그림 13] 운동 수행력 총 점수의 변화 

8 주간 총 24 회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운동 수행력 총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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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제 1절 시지각 능력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시지각 능력을 측정하고자 K-

DTVP-A(Korean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Adolescent)를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8 주간 탁구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통제군에 비해 실험군의 시지각 능력 검사 하위 영역 중 따라 그리기와 

형태 항상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시각-운동 탐색, 시각-운동 속도, 도형-

배경, 시각-통합, 일반적 시지각 지수)에서 시간과 그룹 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종속 t 검정 결과 통제군 내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험군 내 따라 그리기와 

형태 항상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 그리기를 제외한 시각-운동 통합 지수(Visual-Motor Integration 

Index)의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10 주간의 소근 활동에 중점을 둔 작업 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발달성협응장애의 시각-통합 지수(VM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Davidson, & Williams, 2000). 또한 발달장애 

아동에게 12 주간의 야구타격훈련을 실시하여 유의하게 시각-통합 

지수(VMI)을 향상시킨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김인, 2015). 이와 

관련하여 Kaiser, Albaret, & Doudin, 2009 는 세밀하고 정교한 눈-손 

협응력과 시각-통합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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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여러 스포츠 중 특히 라켓 스포츠는 공을 리턴(return)하기 위해 

시각 정보에 의존해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Rodrigues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적용한 탁구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눈-손 협응 활동 

과제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근 움직임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눈-손 협응 

활동이라는 특정 과제 훈련을 통해 실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계획하고, 그리고 동작의 오류를 적절하게 재프로그래밍(re-

programming)하며 반응하도록 훈련한 결과로 실험군의 유의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시각-운동 통합 지수 중 따라 그리기 항목에서는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통제군의 사전 표준점수 평균이 11.80에서 

사후에는 11.33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실험군의 사전 검사 

평균은 11.00 에서 11.50 으로 소폭 향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달성  

협응장애는 비효율적인 시각 탐색 전략을 보이며 특히 모방 기술에서 

어려움을 겪는다(Dwyer, & McKenzie, 1994; P. H. Wilson, & McKenzie, 

1998). 하지만 K-DTVP-A 의 하위 검사 중 따라 그리기는 단순한 

도형에서 점차 복잡한 도형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정교한 그림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방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발달성협응장애를 대상으로 따라 그리기 영역을 향상시키기에는 

8 주간의 중재 기간이 다소 짧았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의 중재 기간은 

8 주 이상의 높은 강도로 진행했을 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된다. 

운동 감소 시지각 지수(Motor-Reduced Visual Perception Index) 중 

도형-배경, 시각-통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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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간 스포츠 안구 운동(sports vision exercise)에 참여 후 난독증을 

보이는 학습장애 아동의 운동 감소 시지각 지수(MRPI)가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Badami, Mahmoudi, & Baluch, 2016).  

또한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안구 운동에 중점을 둔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안구 움직임 조절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Coetzee, & Pienaar, 2013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마지막으로 안구 움직임 훈련을 통해 안구 조절 능력 

뿐 아니라 운동 감소 시지각 지수 또한 향상 시켰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T. A. Wilson, & Falkel, 2004).  

발달성협응장애를 갖는 학생은 또래에 비해 안구 조절 능력에 문제를 

보인다(Sumner, Hutton, Kuhn, & Hill, 2016).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에서는 탁구를 활용하여 단속성, 추적, 전정, 이접 안구 움직임을 

다양한 과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특히 다른 방향 및 속도로 

오는 탁구공을 받아 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운동 수행에 필요한 

주요 단서에 시각적 주의를 기울이는 안구 조절 훈련을 하였다. 위 결과 

시각 탐색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험군 내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운동 감소 시지각 지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사료된다. 라켓 운동은 정확하면서 간결하고 빠른 동작 

수행을 위해 효율적인 시각 탐색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S. Kim et al., 

2007의 연구 결과가 이를 지지해준다. 

운동 감소 시지각 지수(MRPI) 중 형태항상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6주간의 수예 공작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 아동의 형태항상성이 긍정적으로 향상됐다는 결과(N.-S. Kim, 

Kim, & Kim, 2012)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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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회기 동안 난화 기법을 적용하여 형태항상성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도 상반된다(어은경, & 김갑숙, 2012). 이와 관련하여 

미술 활동은 소 근육 중심으로, 소근 및 대근 움직임 모두를 포함하는 

활동을 수행한 본 중재 프로그램의 성격과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실험군 내 형태항상성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실험군의 형태 

항상성 표준 점수가 8.94 에서 9.13 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띄었다. 이는 라켓을 활용한 다양한 과제를 통해 서로 다른 위치와 

거리에 있는 동일한 목표물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형태항상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제 2절 운동 수행력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운동 수행력을 측정하고자 BOT-2 

(Bruininks-Oseretasky Test of Motor Proficiency)를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반복 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 통제군과 비교하여 8 주간 

탁구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모든 운동 수행력 하위 

영역(운동수행능력 총 점수, 미세운동조절력, 손 협응력, 신체 협응력, 

근력 및 민첩성)에서 시간과 그룹 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종속 t 검정 결과 통제군 내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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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험군 내 모든 운동 수행력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실험군 내 운동 수행력 총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과제지향접근법을 적용한 축구 중재 프로그램 후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의 

운동 수행력 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Tsai, Wang, & Tseng, 2012). 또한 DCD와 ADHD를 동반한 학생 

대상으로 한 과제지향접근법을 접목한 운동 프로그램에서 운동 수행력 

총 점수가 유의한 향상을 나타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Watemberg et 

al., 2007). 발달성협응장애를 보이는 학생은 운동 수행이 느리고 

부정확하며 동작 조절 문제를 보이며(L. Henderson, Rose, & Henderson, 

1992; Volman, & Geuze, 1998) 운동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Polatajko, & 

Cantin, 2005). 또한 한 과제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거나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특징을 갖는다(Wilmut et al., 2007).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과제부터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여 운동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고, 청소년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스포츠에 기반한 다양한 과제를 제공하여 주의 집중 시간을 높였기 

때문에 운동 수행력 총 점수의 유의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실험군 내 미세운동조절력과 손 협응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적인 과제지향접근방법 중 하나인 

NTT(Neuromotor Task Training)를 제공하여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의 소근 

운동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Ferguson et al., 2013). 반면 과제지향접근법을 적용한 Wii fit 

프로그램 참여 후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의 미세운동조절력, 손 협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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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협응력, 근력 및 민첩성을 제외한 운동수행능력 총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는데, 위 결과는 신체 

협응력과 근력 및 민첩성을 포함한 대근 운동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하였다(Hammond, Jones, Hill, Green, & Male, 2014). 라켓 스포츠는 눈-손 

협응력과 지각-운동 능력을 필요로 한다(Lees, 2003). 특히 탁구는 선수로 

하여금 머리, 눈, 손 움직임을 통합하는 정밀한 협응력을 

요구한다(Rodrigues et al., 2002).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은 탁구 라켓을 활용한 다양한 눈-손 협응 과제를 통해 

반복적으로 머리, 눈, 손, 움직임을 통합하는 정밀한 소근 움직임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미세운동조절력과 손 협응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사료된다. 

위와 마찬가지로 운동 수행력 중 균형 능력과 양측 협응을 포함하는 

신체 협응력에서 통제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균형 능력에 문제를 보이는 발달성협응장애 대상으로 

진행된 균형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협응력과 균형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Jelsma et al., 

2014). 또한 8 주간의 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균형 능력 및 신체 

협응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Peens et al., 2008). 이와 관련하여 Tsai et al., 2012는 효과적인 

신체 협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하지 뿐 아니라 상지와 동시에 초점을 두고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다수의 운동 프로그램 중 

특히 라켓 운동은 손-발 협응, 눈-손 협응 등 상, 하지 모두를 활용한 

신체 협응력을 요구하는 활동이다(이철원, 2003). 이러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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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본 연구의 탁구 운동 프로그램은 눈-손 협응 활동의 탁구 기술 훈련 

뿐 아니라 다양한 소근 및 대근 운동 과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상, 

하지를 함께 움직이고 조절한 결과 신체협응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사료된다. 

근력 및 민첩성은 운동 속도, 대 근육의 세기 등을 측정하는 하위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이 무게 중심 이동(bodyweight-shift)에 

초점을 둔 Wii fit 스키 프로그램 참여 후 근력 및 민첩성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Jelsma et al., 2014). 이에 더해 Pan et al., 2017는 

무게 중심 이동을 조절하는 능력의 향상이 달리기 능력 뿐 아니라 근력과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불규칙적으로 

다가오는 공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여 빠르게 반응하는 탁구 운동 

(Guizani, Tenenbaum, Bouzaouach, & Kheder, 2006; Lees, 2003)을 통해 

반복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신체 움직임을 수행한 결과 근력 및 

민첩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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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8 주간의 탁구 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시지각 능력과 운동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 째, 8주간의 탁구 운동 프로그램은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시지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 째, 8 주간의 탁구 운동 프로그램은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운동 

수행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와 현장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선별을 위해 시지각 및 운동 수행력 측정, 

체육 교사의 설문지 작성 등 약 3 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로 한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방과 후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일정을 맞추기가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표본의 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자 모집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보다 많은 표본의 수를 모집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장소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진 S 시 중학교 세 곳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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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무선 할당에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선 할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S 시 중학교 세 곳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일정에 맞추어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야만 하여, 8 주간 

주 3회, 90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8주의 짧은 기간만으로 충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중재 후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시지각 능력과 운동 수행력의 향상을 보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8 주보다 더 장기간의 중재 기간으로 진행하여 

보다 큰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탁구 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성협응장애 

청소년의 시지각 능력과 운동 수행력에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 및 확인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종목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발달성협응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탁구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 및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탁구 수행력 

측정은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측정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참여 후 사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또래에 비해 운동 수행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연령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적용 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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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8-week table tennis program 

on visual perception and motor performance among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DCD).  

 98 teacher-recommended students who showed difficulty in physical education 

class among the 450 boys in three middle schools in S city were recruited primarily. 

The Bruininks Osereta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BOT-2) and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Questionnaire-Korean(DCDQ-K) were administered to 54 

students out of 98, who have signed parental and student consent. 31 students among 

them who scored less than 15% for BOT-2 and 57 points for DCDQ-K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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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disabilities, intellectual problems, neurological impairment and ADHD 

were included in the study as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EG;N=16) and control 

group(CG;N=15) according to the schedule of each school. EG participated in table 

tennis exercise program for 8-weeks, 3 times a week for 90 minutes, and CG 

participated in regular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 twice a week. Visual 

perception and motor performance of each group were measured at pre and post 

intervention. 

 For statistical data analysis,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on the 2nd 

factor and paired t-test were conducted by using Window SPSS 23.0 version program. 

The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p<.0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general visual perception index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EG. Specifically, visual-motor search, visual-motor speed, figure-

ground and visual closur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while 

copying and form constancy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 total 

motor performance and all sub-items including fine manual control, manual 

coordination, body coordination and strength&agility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conclusion, table tennis exercise program has positive effects on the visual 

perception and motor performance of adolescents with D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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