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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부모참여 댄스스포츠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활동량과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        귀        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주 요 어 :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발달장애, 부모인식, 신체활동량 

학    번 : 2012-23512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8주간의 

댄스스포츠를 적용함으로써 발달장애아동의 신체조성, 기초체력, 

신체활동량의 변화와 부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8세 이상 16세 이하의 초∙중학생 발달장애와 

그들의 부모이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댄스스포츠 경험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자들로 

하였다. 운동군은 S대학교 무용 실에서 하루 90분씩 주 3회, 8주간 

실시 한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운동 

프로그램 전∙후로 발달장애아동의 신체조성(InBody 370), 

심폐지구력(16M PACER), 근력 및 근지구력(윗몸 일으키기), 

유연성(좌전굴), 신체활동량(Actigraph Gt3x)을 측정하였고, 

부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된 

운동참여에 대한 가치인식 및 운동 재 참여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운동 프로그램 후 심층면담을 통해 양적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양적 자료처리는 Windows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질적 

자료처리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에 의해 연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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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면담내용의 패턴과 주제를 찾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처리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아동의 기초체력 변화에서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운동군에서는 증가하였으며, 통제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동량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과 하루 평균 MVPA량에서 운동군에서는 증가하였으며, 

통제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녀의 

운동참여에 대한 부모의 가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었다(F=5.63, P<.04). 운동 재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운동군에서는 증가하였으며, 

통제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신체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심리적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추후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재 참여 하기를 희망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가 부모의 인식 

개선을 가져왔으며, 이는 발달장애자녀의 신체활동 참여 및 

신체활동량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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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발달장애는 부모의 생활 습관, 임신기간 중 음주 및 약물 복용, 

출생 직후 외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신체적 또는 인지적 

발달이 비 장애아동들에 비해 지체되는 것을 말한다(Mizzi & 

신현기, 2006). 국립특수교육원(2009)에 의하면 발달장애는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지체되어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심각하고(severe), 만성적인(chronic) 장애가 지속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et al., 

2009). 이러한 발달장애 범주에는 비슷한 교육적 요구를 갖는 지적 

장애, 자폐, 다운증후군 등이 속한다(추연구, 2011). 

과거의 인식과 달리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비 장애아동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도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Winnick, 2011; 구교만, 

김경숙, & 안동영, 2005; 김성곤, 2004; 김정숙, 2009). 또한 

신체활동은 신체의 발육 및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물론이고(심재희 & 박태섭, 2003),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고 있다(노형규, 

2012). 특히, 박병도(2013)는 장애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기와 아동기 시절의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뇌와 

척수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장애아동들의 신체활동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박병도, 

2013).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장애아동들의 신체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장애아동들에게 

적용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검증하거나(구교만 et al., 

2005; 김도호, 박재성, 윤석민, 소호성, & 이현수, 2008; 김은정 & 

하형주, 2006),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재언급 하는 데에서 그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써 

장애아동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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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김권일, 박병도, & 이재원, 2007), 실제 

장애아동들의 신체활동량은 비 장애아동들의 신체활동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권현진, 정진욱, 양한나, & 

김연수, 2009). 따라서 장애아동들의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자녀들의 부모는 비 장애자녀들의 부모와는 달리 자녀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Goodwin, Fitzpatrick, 

Thurmeier, & Hall, 2006; 노형규 & 오광진, 2003).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신체활동과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서비스 

참여 여부에 있어서도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작용한다(김충효, 

2009; 이범진, 2008).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일반적인 지식수준, 

가치관 등이 지적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체활동에 대한 

생각이 장애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한민, 2009).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Kimiecik, 

Horn, & Shurin, 1996),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모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보다 더 많은 신체활동을 한다고 

밝혀졌다(Anderssen & Wold, 1992; Moore et al., 1991).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장애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ayers, 

Cowden, & Sherrill (2002)은 다운증후군 유아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했을 때 장애아동 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질적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처음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그램 

참가 후에는 스스로에게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ayers, Cowden, & Sherrill, 2002). 따라서 장애자녀와 

함께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경험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는 장애자녀의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장애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며, 더 나아가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 

부모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장애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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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힘들며, 장애아동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노형규 & 오광진, 

2003).  

댄스스포츠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 중 하나로써 

생활체육 및 초·중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박경환, 1996). 과거 치료나 재활의 개념으로 

이루어졌던 장애인의 신체활동이 이제는 장애인의 삶의 질, 여가 

생활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맥락에서(김의수, 2003), 

댄스스포츠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신체활동이다. 

댄스스포츠는 스포츠,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서 

운동발달적, 예술적, 사회적 특성을 고루 포함하고 있어 학령 기 

발달장애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은미 & 김종희, 2005). 또한, 댄스스포츠는 두 

명이 짝을 이루어 하는 활동으로, 한 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파트너의 도움으로 댄스 스포츠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와 

발달장애 아동다운들이 수행 하기게 적합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댄스스포츠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눈맞춤과 

스킨쉽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댄스스포츠라는 여가활동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장애자녀와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이문숙 & 

안진규,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신체활동량 및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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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2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신체조성, 기초체력, 신체활동량 및 부모의 인식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

의 신체조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2)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

의 기초체력이 증가할 것이다. 
 

 

3)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발달장애 자녀

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4)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

의 신체활동량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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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아동과 

그의 부모로 제한한다. 
 

 

 

2)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 표본 추출된 집단으로 대표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체격 및 체력 조건과 유전

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4)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실험기간 중 운동 프로그램 외 신

체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5)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식이섭취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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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  

 

1) 발달장애의 개념 

 

발달은 한 개인이 일생 동안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술이나 생각, 그리고 적응 능력이 성장하거나 성숙되는 과정을 

말하는데(김혜경, 2005), 이러한 발달 과정상에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를 발달 장애라고 한다. 발달 장애는 

주로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노화로 인해 생기는 장애, 

성인기의 외상, 물질의존 및 정신병 등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발달 장애는 정상적인 행동들의 과장 또는 왜곡으로 인해 

행동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Pennington & Ozonoff, 1996). 

 발달 장애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다. 0세에서 20세까지의 

발달기에 발생되는 모든 장애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발달 

장애의 주요 상태를 구분해 보면, 지능지수 70이하가 되어 인지적 

기능발달이 지체된 지적 장애와 보편적 상황에서 보편성을 

지나치게 벗어나는 정서∙행동장애, 발달의 모든 영역에 문제를 

보이는 자폐장애, 그리고 신체적 움직임 기능에 특히 문제가 야기된 

지체부자유 등이 있다. 나아가 시각기능이나 청각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생기는 감각장애나 병∙허약으로 인한 장애도 발달 장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이상복 & 최경희, 1996). 발달 

장애아는 일반적으로 뇌성마비, 학습장애, 자폐증, 지적 장애 등으로 

진단 내려지며(대한특수교육학회, 2005), 이들은 언어장애나 시력 

및 청각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김미예 et al., 2003). 

 

2) 발달장애의 원인과 출현율  

 

발달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 



 

 7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전체 발달 장애 중 

12.3%이며 이 중에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같은 원인 미상이 

72.8%, 유전∙신경전달 물질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27.2%에 

해당된다. 유아는 태어날 때부터 활동 정도, 생물학적 주기,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정서반응 등 기질적 특성에서 개인차가 있지만, 날 

때부터 생물학적 주기가 불규칙하여 자고 먹고 배설하는 습관 이 

제멋대로이며, 예민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극심한 정서반응을 보이는 아동들은 정서∙행동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한국, 2005).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가족의 

질병, 사망,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의 위기, 부모의 부재, 또는 

사랑과 자극의 결핍이 장애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부모의 

과잉보호, 편애, 거부, 증오, 위협, 폭행, 학대, 무관심 또는 양가적 

태도 등 양육방식도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아기 때 

특정인과의 바람직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발달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각종 사건, 소음, 

공해 등 물리적 스트레스와 경쟁, 소외, 좌절 등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도 아동발달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비 

장애 아동 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를 지닌 아동과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시 아동에게 되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백사인, 2006).  

발달 장애는 성장기 동안 일어나는 만성적이고, 비점진적인 

건강문제로 볼 수 있으며, 대체로 5세 이전에 발견된다. 이러한 

발달 장애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후도 좋지 

않아 2/3 정도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지내야 하고, 

5~20%는 어느 정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단지, 

1~2%정도만이 스스로 직장을 얻고 독립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되고 있다(이용호, 구영진, 정용균, & 조수철, 

1999).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 장애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0.72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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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보다 남아에서 4~5배 높게 나타났고, 만1세~4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9세는  15.2%로 

나타났다(변용찬 et al., 2006). 

 

3) 발달장애 아동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발달장애 아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거나 신체활동에 있어서 쉽게 포기 하거나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 아동의 체력 수준은 같은 또래의 비 장애 

아동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의 발달 정도를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 그리고 평형성 

항목에서 비 장애 아동들에 비해 2~4년 정도 뒤쳐지는 발달 

정도를  보여준다(김경숙, 1995). 또한 섬세한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소 근육의 발달도 비 장애 아동의 발달에 비해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중력 부족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한 번 시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특수체육 전문가들은 

발달장애 아동들의 체력 및 섬세한 운동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구상하고 적용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제 2 절 가족체계 이론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사회이자 가장 근원이 되는 

곳은 가족이다.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며, 이 시기에 가족내의 구성원 및 가족 분위기로부터 배우는 

기본적인 사회기술 및 생활 습관, 성격 등 자신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것들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부터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용한다. 이처럼 중요한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을 가족체계이론이라 하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 

이론을 토대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Broder, 2001). 

가족체계이론은 Bertalanffy(1968)의 일반 체계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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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가족치료 이론을 설명하는데 근거가 되는 

이론이다(Von Bertalanffy, 1956).   

 Bertalanffy의 말에 따르면 체계란 개체들간의 상호작용과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상호작용 모두를 합하는 전체를 

의미하며(Nichols & Schwartz, 2001),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이해된다. 가족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구성원 각각의 관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 전체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체계임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에 가족 구성원 개인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과는 달리 가족 구성원의 문제 또한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Nichols & Schwartz, 2001).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문제 행동이나 사회 

부적응 행동을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부정적으로 형성된 

가족체계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본다. 즉 

가족체계이론 관점에서 개인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개인을 말한다. 또한 가족체계 이론은 개인의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자립하려는 본능적 욕구를 가진 개인은 가족이라는 

집단 외에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이러한 경우 

가족과 개인, 타 집단 간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잘 유지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서장애, 충동적 행위나 사회적 비행, 약물사용 

등 역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 있다(Bowen, 1993). 

따라서 개인의 부적응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가족체계와 그 속에서 개인이 가지는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개인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상호작용에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가족체계이론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가족체계 이론에서 가족에 대한 개입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족의 상호작용과 관계는 상호적이며, 패턴화되어 있으며 

반복적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Aldous(1978)에 의하면 

상호의존성은 신체적 측면과 정서적인 면까지 포함한다. 개인의 

행동 배경에는 어떠한 가족생활이 있는지, 특히 가족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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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 대한 초점은 ‘왜’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Aldous, 1978). 

 

제 3 절 장애아동의 부모 
 

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가정간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를 포함하는 가족들의 참여가 교육의 성패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천현정, 2003)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장애아동의 

부모일 것이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이 하루 빨리 일정 수준의 

교육과 가치관을 갖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자녀의 장애를 처음 알았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녀를 숨기거나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끼리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도의 교육에 

부모를 참여시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다수의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신현기, 1993). 

Heward(1996)는 장애아동 부모의 역할을 6가지로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역할은 교수의 역할이다. 장애아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고 배워야 할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나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 매일 접하는 부모가 그들의 개인 교사가 되어 기본적인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는 상담사의 역할이다. 이는 장애아동이 느끼는 감정, 정서, 

느낌, 태도에 대해 들어주고 보듬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형제나 

학교 친구 등 보다 넓은 관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셋째는 장애아동의 행동을 조절, 조정하는 역할이며, 넷째는 

장애아동 형제들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비 장애 

형제에게 장애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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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는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여야 하고, 여섯째는 자신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 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아동과 접촉하게 될 학교와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이 살아가면서 느낄 혼란스러움을 

최소와 시켜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가족 구성원들을 긍정적이며 

정신력이 강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스스로가 장애아동에 대하여 존엄과 존재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과 이해의 바탕 위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임영신, 2003). 

또한 아동기의 아동발달과 가정환경 요인에 대한 오랜 

연구들은 부모나 가족구성원과 아동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아동기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부모교육 이론 

 

부모 교육은 부모의 역할 수행에 변화를 일으키기거나 강화 

하기 위하여 교육자와 부모 그리고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문제와 자녀교육문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인 방법이 동원 된 교육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한국부모교육학회 et al., 1998) 

부모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그로 인해 부모를 교육하면 자녀에게 그 효과가 미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돕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익힐 수 있도록 교사가 부모를 교육하고 도와주는데 있다.  

즉, 자녀의 성장과 발달,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부모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한다(고정곤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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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댄스 스포츠 
 

1) 댄스스포츠의 유래 

 

기존에 볼룸댄스라 불리던 댄스스포츠는 1980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추진하면서 볼룸댄스라는 용어보다는 

댄스스포츠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원국들에게 볼룸댄스 

대신 댄스스포츠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 

댄스스포츠(Dance Sport)란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였다. 

댄스스포츠는 스탠다드 댄스와 라틴 아메리칸 댄스로 

나누어진다. 스탠다드 댄스는 왈츠, 탱고, 폭스트롯, 비엔나 왈츠, 

퀵스텝 5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라틴 아메리칸 댄스는 룸바, 

삼바, 차차차, 파소도블레, 자이브 5종목으로 이루어져있다. 

댄스스포츠는 1995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스포츠의 

가치를 인정받아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잠정 승인 받았으며, 

1997년에는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정식회원으로 승인되었다. 2005년 동아시안 게임과 

아시아 인도어 경기대회, 2012년 16회 광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댄스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머지않아 올림픽 정식 

종목을 바라보면서 그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댄스스포츠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많은 대학에서 전공학과를 신설했으며, 교양체육과 

레크레이션 교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댄스스포츠가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다. 최근 

각종 댄스스포츠 대회에서는 초등학생 부문에서 노인부문에 

이르기까지 참가자 연령의 폭이 넓고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수경, 2009). 

댄스스포츠는 두 명이 짝을 지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이를 통해 움직임을 통한 미적 가치를 

창조하는 스포츠로 정의되기도 한다. 댄스스포츠는 댄스와 스포츠의 

혼합 장르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협동정신, 타인에 대한 

예의와 인격존중 및 배려 정신을 길러주는 여가 활동이며 스포츠 

예술의 극치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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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경숙, 성재형, 2009). 

 

2) 댄스스포츠의 특성 

 

댄스스포츠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스포츠적 특성, 예술적 특성, 

운동생리학적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① 스포츠적 특성 

 

국제 댄스스포츠 연맹(IDSF)의 회장 Hegemann(1997)은 

“댄스스포츠는 예술성 보다는 스포츠 성이 강하고, 기계공학적인 

요소보다는 생체 역학적 요소가 많으며, 흥행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가 큰 종목으로서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댄스스포츠는 넓은 의미에서 

움직임(Movement)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댄스스포츠는 

서로 협동하는 가운데 경쟁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면서 

발달해온 스포츠로서 스포츠적 가치뿐만 아니라 움직임, 예술성 

그리고 생체 역학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움직임 예술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체육을 통한 국민의 체위 향상과 더불어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와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여 체육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을 경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Hegemann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Rust, 1999). 

 

② 예술적 특성 

 

춤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단순한 

신체적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댄스스포츠는 혼자서 추는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어 추는 

것으로서 댄스스포츠를 통해서 서로간의 예의와 배려,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으며, 신체적 접촉은 감성적, 심리적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댄스스포츠에는 음악이 필수적이며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신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리듬댄스의 특성을 갖기도 한다. 

Murray(1959)는 댄스스포츠를 리드미컬한 신체적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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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미적 가치를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의 대화’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는 댄스스포츠가 음악과의 일치 된 호흡을 통해 

감정이입을 하여 이를 하나의 예술적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③ 운동 생리학적 특성 

 

댄스스포츠의 기본 동작은 주로 전진, 후진, 회전으로 구성되며, 

기본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형성(Balance)이다. 

댄스스포츠는 파트너와 운동 중심축을 함께 이동하게 되므로 운동 

역학적 측면에서 평형성을 길러주는 데 매우 적합한 신체활동이다. 

또한 파트너가 서로 전진과 후진의 스텝(Step)을 반복해야 하므로 

하체의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 주는 특성을 갖는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게 됨으로 신체활동량 증가나 심폐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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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의 발달장애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댄스 스포츠 

경험이 없는 자에 한하여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부모들은 

연구의 목적, 측정 항목, 연구 진행 절차, 프로그램 내용, 기대되는 

효과,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하여 연구자에게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연구대상자는 6명의 자폐스펙트럼 장애아동과 

1명의 다운증후군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대상자(장애아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장애아동)의 특성 

구분(인원) 
연령(세) 신장(cm) 체중(kg) 

M(SD) M(SD) M(SD) 

운동군(7명) 13.6(1.6) 150.1(10.3) 43.1(10.7) 

통제군(7명) 11.4(2.4) 147.4(16.1) 47.3(17) 

 

제 2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으로 연구설계 및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집된 발달장애 자녀 14명과 부모 14명을 무작위 

분배를 통해 운동군과 통제군에 각각 7쌍의 아동과 부모를 

배정하였다. 그 후 운동군과 통제군 모두 동일한 항목의 사전측정을 

하였고 사전측정값을 통해 동질성검사를 진행하였다. 동질성이 검증 

된 후 운동군은 주 3회씩 8주 동안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통제군에게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  

8주 동안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사전측정과 

동일한 항목과 방법으로 사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통제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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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인 WINDOW SPSS 18.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도식화된 연구설계는 다음과 같다.  

 

대  상  자  선  정 

발달장애 자녀 14명, 부모 14명(총 28명) 

 

 

 

사  전  측  정 

설문지(부모),  

신체활동량, 기초체력, 신체조성(장애자녀) 

 

 

 

운  동  군(댄스 스포츠) 통  제  군(신체 비활동) 

발달장애 자녀 7명, 부모 7명 

1회 90분, 주 3회, 8주 
발달장애 자녀 7명, 부모 7명 

 

 

 

사  후  측  정 

설문지(부모),  

신체활동량, 기초체력, 신체조성(장애자녀) 

 

 

 

자  료  처  리 

Window SPSS 18.0 

 

 

[그림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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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 도구 
 

[표 2] 측정항목 및 방법 

측정항목 측정 도구 및 방법 

자녀(장애아동) 

관련 변인 

신체조성 Inbody 370 - 

기초체력 

Brockport Physical 

Fitness Test 

(BPFT) 

- 

신체활동량  
가속도계 ActiGraph 

GT3X+ 

허리에 

착용 

부모관련 

변인 

운동 참여에 

관한 가치인식 

운동 참여 가치인식 

척도 설문지 

운동 재 참여 운동 재 참여 척도 

부모 인식 녹음기, 노트북 심층면담  

 

자녀(장애아동)관련 변인 

 

1) 신체조성 

 

체성분 분석기(InBody 370, Bio Space 

co.)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신체조성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양말, 귀금속, 

소지품 등 측정치에 오류를 낼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모두 제거 시킨 후, 발바닥과 

손바닥이 체성분 분석기의 전극에 잘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측정을 한다. 측정이 

시작된 후에는 움직이거나 말 하는 것을 

삼가 하도록 한다.  

 

 

[그림 2] InBody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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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체력 - BPFT (Brockport Physical Fitness Test, 1999) 

 

BPFT는 1999년 Winnick과 Short이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도구이다(Winnick & Short, 1999). 학령 기 

나이의 척수장애, 뇌성마비, 절단장애, 지적 장애, 시각장애와 같이 

장애를 가진 학생뿐만 아니라 비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서 통합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측정결과는 준거 지향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제시되며 이는 장애학생들의 신체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위 

검사 항목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산소 능력(Aerobic functioning), 신체조성(Body 

composition), 근력 및 근지구력(Upper-body strength and 

endurance, Trunk and abdominal functioning), 유연성(Flexibility, 

Range Of Motion). 4개의 범주 아래에는 총 27개의 측정 항목이 

있는데 측정대상과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선별하여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폐지구력(16M PACER), 근력 및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유연성(좌전굴) 총 3가지를 측정종목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 종목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심폐지구력 – 16M PACER 

 

16M PACER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16m의 

거리를 시간 내에 돌아오는 횟수를 측정하여 검사한다. 준비물로는 

신호음을 알려주는 음악파일과, 16m의 간격을 두고 표시 할 수 

있는 고깔이나 테이프, 기록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한 

줄로 서서 대기한 상태에서 신호음이 나오면 반대쪽 선까지 다음 

신호음이 들릴 때까지 도착하여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한다. 

신호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간격이 빨라지므로 피험자는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목표지점까지 들어오지 못하였을 경우 1회는 경고 조치, 2회시 



 

 19 

퇴장을 명령한다. Fernhall(1997)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 VO2 

peak와 16M PACER 간에 .77(p<.01)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Fernhall et al., 1997).  

 

 

[그림 3] 16M PACER 측정 

 

② 근력 및 근지구력 – 윗몸 일으키기 

 

근력 및 근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윗몸 일으키기를 

실시하였다. 피험자가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운 자세에서 무릎 각도가 

약 90도가 되도록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후 양손은 

깍지를 낀 채 머리 뒤를 감싸듯이 잡는다. 배에 힘을 주어 윗몸을 

일으키면서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것을 1회로 하여 1분간 

측정한다. 

 

 

[그림 4] 윗몸 일으키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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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연성 – 좌전굴 

 

대퇴 이두근과 허리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좌전굴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로 앉은 후 상체를 

굽혀 팔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 그 상태를 3초 간 유지한다. 

기록자는 그 시점의 기록을 0.1cm 단위로 측정한다. 

 

 

[그림 5] 좌전굴 측정 

 

3) 신체활동량 측정 – ActiGraph GT3X+ 

 
[그림 6] ActiGraph GT3X+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ActiGraph 

GT3X+ 가속도계 (ActiGraph, Pensacola, FL, USA)를 

사용하였다. 가속도계의 장점으로는 가볍고(27g), 소형(3.8cm * 

3.7 cm  * 1.8 cm)이라 휴대하기 편리하고, 측정도구로서의 

유효성도 검증되어있다는 것이다(Melanson Jr & Freedson, 1995). 

데이터는 1분 간격으로 기록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며, 총 

신체활동량은 분당 count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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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관련 변인 

 

1) 운동 참여 가치인식 및 운동 재 참여 

 

부모의 운동참여에 관한 가치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Dummer(2004)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이범진(2005)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이범진, 2005), 운동 재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하얀(2011)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최하얀, 2011). 

운동참여에 관한 가치인식과, 운동 재 참여에 관한 문항에 대한 

측정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정),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운동참여 가치인식에서는 사회적 효과, 심리적 효과, 

운동기술 향상, 건강 증진으로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운동 재 

참여는 만족, 가치관, 재 참여 여부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전체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설문지 전체 구성 

영역 측정지표 문항 하위영역 

운동참여 

가치인식 

사회적 

효과 
5 

재미, 즐거움, 신체활동에 대한 기쁨, 

타인과 운동참여 기회, 

새로운 친구 사귐, 사회성 기술 익힘 

심리적 

효과 
4 

독립심 배양, 자아개념 향상, 

자신감 향상, 심리기술 습득 

운동기술 

향상 
4 

기초운동기술 습득, 

스포츠 및 레져기술 습득, 

일상생활기술 습득 

건강 

증진 
6 

심폐지구력 향상,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 

유연성향상, 균형적인 신체조성 유지, 

생활의 활력, 만성질병의 위험 감소 

운동 재 참여 5 만족, 가치관, 재 참여 여부 



 

 2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Cronbach’s α 값은 운동참여 

가치인식은 .912, 운동 재 참여는 .875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 

 

[그림 7] 설문 측정 

 

2) 부모와의 심층 면담 (질적 연구 방법) 

 

설문지 이외에도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층면담은 참여 평가(Participatory Evaluation)의 방식이다. 참여 

평가 방식(Cousins & Whitmore, 1998)은 참가자의 프로그램 

이해와 가치, 인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Patton(1990)과 Reason(1994)에 의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Patton, 1990; Reason, 1994). 프로그램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참가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수집된 면담자료는 한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에 의해 연구 문제 별로 면담내용의 패턴과 주제를 

찾는 과정을 거쳤다(Patton, 1987, 1990). 

구체적인 심층면담 내용은 [표 4]와 같으며, 질문지 내용검토 

및 분석과정은 구성원간 검토, 동료간 협의, 다각도 분석법으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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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영역) 
내용 

장 

 

 

애 

 

 

부 

 

 

모 

도입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했을 당시 부모님은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변화 

-처음 가졌던 생각과 비교하여 부모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참가 후 자녀에게 변화가 있었나요? 있다면  

어떤 점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프로그램 참가 후 부모님에게 변화가 있었나요? 

있다면 어떤 점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새로움 

-프로그램 참가 후 다른 프로그램(미술, 언어, 음악 

등)과 비교했을 때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갖는 

특징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분리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속 

-자녀가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본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친 점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거나 

주변에 추천을 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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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진행 한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은 

권현진(2014)의 연구에서 성인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권현진, 2014).  

프로그램은 주 3회, 8주간 진행되었으며, 1회 운동시간은 

90분으로 구성하였다.  

warm-up(정적 스트레칭, 10분), 유산소운동(템포 트레이닝, 

15분), 단체 근력 운동(그룹 활동, 10분), 본 운동(라인댄스(2-

3주), 댄스스포츠 프로그램(4-8주), 35분), cool-down(짝 

스트레칭, 10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주에는 선생님, 학생(장애아동), 부모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선생님과 부모 간에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특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주 동안은 댄스 스포츠 보다 스텝이 단순하고, 전체적으로 

리듬을 익힐 수 있는 라인 댄스를 통해서 부모와 장애자녀가 

음악과 움직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4-8주 동안은 댄스 스포츠 중 ‘차차차’라는 장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동작들을 부모와 장애자녀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운동프로그램 구성과 1일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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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운동 프로그램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주 목표 내용 

1주 

교사 

-장애아동의 특성을 파악한다. 

-장애아동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스트레칭 

▼ 

유산소운동  

▼ 

단체근력운동 

▼ 

본운동 

(관계형성) 

▼ 

스트레칭 

부모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새로운 공간과 분위기에 적응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다. 

장애 

아동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한다.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친구들과 사회적 교류를 한다. 

2-3주 

교사 

-음악과 움직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준별 지도를 한다. 

스트레칭 

▼ 

유산소운동  

▼ 

단체근력운동 

▼ 

본운동 

(라인댄스) 

▼ 

스트레칭 

부모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아이의 신체적 특성을 파악한다 

장애 

아동 

-리듬을 느낄 수 있다. 

-부모와의 스킨쉽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4-8주 

교사 
-댄스스포츠의 동작들을 쉽게 

지도한다. 

스트레칭 

▼ 

유산소운동  

▼ 

단체근력운동 

▼ 

본운동 

(댄스스포츠) 

▼ 

스트레칭 

부모 -자녀를 지도할 수 있다. 

장애

아동 

-음악에 맞춰 안무를  

따라 할 수 있다. 

 



 

 26 

 

[표 6] 1일 운동 세부 프로그램 

시간 활동 

10분 
출석 부르기 

-소속감 부여, 교사-학생 간 rapport 형성 

10분 
정적 스트레칭 

-유연성 및 집중력 향상 

15분 

유산소 운동(템포 트레이닝) 

-에너지 발산, 리듬감 익히기 

-순서도 

 

달리기 → 뒤로 걷기 → 방향 바꿔 달리기  

→ 무릎 들어올리면 앞으로 가기 → 사이드 스텝 

→ 천천히 걷기 → 달리기 → 앉아 숨쉬기 

 

10분 

단체 근력 운동 

(다 같이 윗몸 일으키기, 다 같이 앉아 일어나기) 

-근력 향상, 협동심 및 유대감 형성 

 

35분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 

4-5주 기본 스텝, under arm turn 

6-7주 New York, Spot turn 

8주 Three ChaChaCha, Hand to Hand 

10분 
짝 스트레칭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 긴장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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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 부르기 및 정적 스트레칭 

 

출석 부르기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대답을 유도해 운동 

시작 전 어수선한 분위기를 집중 시키고, 이름을 부르고 대답하는 

과정은 교사와 학생들 간에 rapport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 차분한 음악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 시작 전 근육의 가동범위를 넓혀주고, 운동 중 올 

수 있는 부상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8] 출석 부르기 및 정적 스트레칭 

 

2) 유산소 운동 (템포 트레이닝) 

 

템포 트레이닝은 음악의 템포에 맞춰 장애학생들이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템포가 빠른 노래와 

느린 노래를 교대로 배치하여 각 노래의 템포에 맞게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9] 템포 트레이닝 

 

3) 단체 근력 운동(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나기) 

 

단체 근력 운동은 말 그래도 개별적 근력운동이 아니라 

참여하는 학생과 부모, 교사가 모두 손을 잡고 둥근 원을 만들어 

같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말한다. 윗몸 일으키기와 앉았다 

일어나기의 횟수는 교사가 세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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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또는 왼쪽 방향으로 돌면서 숫자를 세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0] 단체 근력 운동 

 

4)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은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써 전문 

댄스스포츠 강사 1인과 특수체육 석사과정 전공자 3인의 지도하에 

진행되었다. 또한, 댄스 스포츠 수업용 동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여 

집에서도 자녀와 함께 연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 

 

5) 짝 스트레칭 

 

정리 운동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짝 

스트레칭을 진행하였다. 운동하는 동안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함으로써 유대감도 형성되었다.  

 
[그림 12] 짝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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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료 처리 
 

본 연구는 Window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처리 및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처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

출하였다. 

 

 

2) 그룹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3) 그룹과 시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였다. 

 
 

4) 통계적 유의 수준(α)은 .05 수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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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시작 전 부모의 인식과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조성, 기초체력, 신체활동량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동질성 검정의 결과는 아래 [표 7]와 같다. 

 

제 1 절 동질성 검정(독립 T검정) 결과 
 

[표 7] 동질성 검정 결과 

변인 

운동군 

n=7 (남=5, 여=2)  

통제군 

n=7 (남=6, 여=1) t p 

M(SD) M(SD) 

나이(세) 13.57(1.62) 11.63(2.26) 1.89 0.08 

키(cm) 150.11(10.25) 147.44(16.12) 0.37 0.72 

몸무게(kg) 43.17(10.73) 47.34(17.00) -0.55 0.59 

BMI(kg/m
2
) 18.96(3.36) 21.10(4.46) -1.02 0.33 

윗몸  

일으키기(회) 
12.29(8.71) 17.00(4.08) -1.30 0.22 

16m 

PACER(회) 
12.71(10.19) 12.86(4.67) -0.34 0.97 

좌전굴(cm) -7.06(13.07) -5.86(8.05) -0.20 0.85 

운동가치인식 71.57(21.16) 83.14(8.71) -1.34 0.21 

운동 재 참여 16.29(5.68) 18.43(1.99) -0.94 0.37 

 

변인 

운동군 

n=5 (남=4, 여=1) 

통제군 

n=6 (남=3, 여=2) t P 

M(SD) M(SD)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216.09(134.81) 216.60(129.35) -0.01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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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간의 독립 T검정 결과, 모든 변인에서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운동 중재 시작 

전 운동군과 통제군은 동일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신체조성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신체조성 변화는 아래 [표 8]와 같다.  

 

[표 8] 신체조성의 변화 

변인 

운동군 통제군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신장 

(cm) 

150.11 

(10.25) 

150.59 

(10.29) 

147.44 

(16.12) 

149.23 

(15.70) 
2.94 0.11 

체중 

(kg) 

43.17 

(10.73) 

43.11 

(10.81) 

47.34 

(17.00) 

49.21 

(19.25) 
1.97 0.19 

BMI 

(kg/m
2
) 

18.96 

(3.36) 

18.81 

(3.46) 

21.10 

(4.46) 

21.37 

(5.34) 
0.85 0.38 

골격근량

(kg) 

16.36 

(5.85) 

17.81 

(4.08) 

17.87 

(5.76) 

18.51 

(6.13) 
0.59 0.46 

체지방률

(%) 

27.40 

(18.35) 

20.80 

(12.01) 

26.44 

(12.60) 

26.57 

(12.50) 
2.30 0.16 

WHR 

(Waist-

Hip Ratio) 

0.86 

(0.15) 

0.79 

(0.04) 

0.81 

(0.07) 

0.81 

(0.06) 
1.46 0.25 

평균(표준편차), P*<0.05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신체조성(신장, 체중, BMI, 골격근량, 체지방률, WHR)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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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장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신장 변화는 아래 [표 9] [그림 13]와 같다.  

 

[표 9] 신장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150.11 

(10.25) 

150.59 

(10.29) 

시간 8.68 0.12 

그룹 0.08 0.78 

통제군 
147.44 

(16.12) 

149.23 

(15.70) 시간*그룹 2.94 0.11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13] 신장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신장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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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중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체중 변화는 아래 [표 10] [그림 14]와 같다.  

 

[표 10] 체중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43.17 

(10.73) 

43.11 

(10.81) 

시간 1.74 0.21 

그룹 0.42 0.53 

통제군 
47.34 

(17.00) 

49.21 

(19.25) 시간*그룹 1.97 0.19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14] 체중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체중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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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MI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BMI 변화는 아래 [표 11] [그림 15]와 같다.  

 

[표 11] BMI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18.96 

(3.36) 

18.81 

(3.46) 

시간 0.08 0.78 

그룹 1.09 0.32 

통제군 
21.10 

(4.46) 

21.37 

(5.34) 시간*그룹 0.85 0.38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15] BMI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BMI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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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격근량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골격근량 변화는 아래 [표 12] [그림 16]와 같다.  

 

[표 12] 골격근량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16.36 

(5.85) 

17.81 

(4.08) 

시간 3.95 0.07 

그룹 0.15 0.71 

통제군 
17.87 

(5.76) 

18.51 

(6.13) 시간*그룹 0.59 0.46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16] 골격근량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골격근량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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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지방률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체지방률 변화는 아래 [표 13] [그림 17]와 같다.  

 

[표 13] 체지방률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27.40 

(18.35) 

20.80 

(12.01) 

시간 2.13 0.17 

그룹 0.11 0.74 

통제군 
26.44 

(12.60) 

26.57 

(12.50) 시간*그룹 2.30 0.16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17] 체지방률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체지방률변화는 운동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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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HR(Waist-Hip Ratio)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WHR 변화는 아래 [표 14] [그림 18]와 같다.  

 

[표 14] WHR(Waist-Hip Ratio)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0.86 

(0.15) 

0.79 

(0.04) 

시간 1.91 0.19 

그룹 0.11 0.74 

통제군 
0.81 

(0.07) 

0.81 

(0.06) 시간*그룹 1.46 0.25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18] WHR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WHR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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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초체력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기초체력 변화는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기초체력의 변화 

변인 

운동군 통제군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심폐 지구력 

(16m pacer) 

12.71 

(10.19) 

21.43 

(22.74) 

12.86 

(4.67) 

14.57 

(6.27) 
1.50 0.24 

근력 및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 

12.29 

(8.71) 

14.29 

(9.60) 

17.00 

(4.08) 

15.29 

(4.96) 
2.90 0.11 

유연성 

(좌전굴) 

-7.06 

(13.87) 

-1.09 

(12.73) 

-5.86 

(8.05) 

-3.89 

(7.42) 
2.58 0.13 

평균(표준편차), P*<0.05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기초체력(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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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폐지구력(16M PACER)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심폐지구력 변화는 아래 [표 16] [그림 19]와 같다. 

 

[표 16] 심폐지구력(16M PACER)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12.71 

(10.19) 

21.43 

(22.74) 

시간 3.33 0.09* 

그룹 0.28 0.61 

통제군 
12.86 

(4.67) 

14.57 

(6.27) 시간*그룹 1.50 0.24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19] 심폐지구력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심폐지구력변화는 운동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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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력 및 근지구력(윗몸 일으키기)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심폐지구력 변화는 아래 [표 17] [그림 20]와 같다.  

 

[표 17] 근력 및 근지구력(윗몸 일으키기)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12.29 

(8.71) 

14.29 

(9.60) 

시간 0.02 0.90 

그룹 0.60 0.46 

통제군 
17.00 

(4.08) 

15.29 

(4.96) 시간*그룹 2.90 0.11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20] 근력 및 근지구력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근력 및 

근지구력변화는 운동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통제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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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성(좌전굴)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유연성 변화는 아래 [표 18] [그림 21]와 같다.  

 

[표 18] 유연성(좌전굴)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7.06 

(13.87) 

-1.09 

(12.73) 

시간 10.19 0.00* 

그룹 0.20 0.90 

통제군 
-5.86 

(8.05) 

-3.89 

(7.42) 시간*그룹 2.58 0.13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21] 유연성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유연성변화는 

운동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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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신체활동량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신체활동량 변화는 아래 [표 19]와 같다. 가속도계로 

수집된 신체활동의 자료분석 기준은 본 연구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던 A. Dixon-Ibarra 등(201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표 19] 신체활동량의 변화 

변인 

운동군 통제군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216.09 

(134.81) 

248.48 

(130.60) 

216.60 

(129.35) 

198.65 

(114.06) 
2.91 0.12 

하루 평균 

MVPA량 

52.01 

(29.69) 

58.78 

(33.20) 

49.05 

(26.51) 

46.71 

(31.05) 
1.08 0.33 

하루 평균 

좌식 생활 

시간 

324.56 

(76.40) 

368.58 

(87.37) 

276.10 

(158.71) 

323.30 

(142.07) 
0.00 0.95 

평균(표준편차), P*<0.05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신체활동량(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하루 평균 MVPA량, 하루 

평균 좌식생활 시간)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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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Average kcals per day)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변화는 아래 [표 20] [그림 

22`]와 같다.  

 

[표 20]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average kcals  per day )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216.09 

(134.81) 

248.48 

(130.60) 

시간 0.24 0.64 

그룹 0.11 0.75 

통제군 
216.60 

(129.35) 

198.65 

(114.06) 시간*그룹 2.91 0.12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22]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변화는 운동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통제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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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루 평균 MVPA량(Average MVPA per day)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아동의 하루 평균 MVPA량(Average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per Day)의 변화는 아래 [표 21] [그림 23]와 

같다.  

 

[표 21] 하루 평균 MVPA량(average MVPA per day)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52.01 

(29.69) 

58.78 

(33.20) 

시간 0.26 0.63 

그룹 0.18 0.68 

통제군 
49.05 

(26.51) 

46.71 

(31.05) 시간*그룹 1.08 0.33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23] 하루 평균 MVPA량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하루 평균 

MVPA량 변화는 운동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통제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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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루 평균 좌식생활시간(Daily average of sedentary 

bouts)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하루 

평균 좌식생활시간(daily average of sedentary bouts)의 변화는 

아래 [표 22] [그림 24]와 같다.  

 

[표 22] 하루 평균 좌식생활시간(daily average of sedentary bouts)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324.56 

(76.40) 

368.58 

(87.37) 

시간 3.12 0.11 

그룹 0.44 0.53 

통제군 
276.10 

(158.71) 

323.30 

(142.07) 시간*그룹 0.00 0.95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24] 하루 평균 좌식생활시간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하루 평균 

좌식생활시간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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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부모 인식의 변화(설문지)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부모의 부모 인식 변화는 아래 [표 23]와 같다.  

 

[표 23] 부모 인식의 변화 

변인 

운동군 통제군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운동참여 

가치 인식 

71.57 

(21.16) 

85.86 

(7.82) 

83.14 

(8.71) 

78.29 

(6.95) 
5.63 0.04* 

운동  

재 참여 

16.29 

(5.68) 

19.14 

(1.07) 

18.43 

(1.99) 

18.00 

(1.63) 
2.33 0.15 

평균(표준편차), P*<0.05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부모들의 부모 인식 

변화 중 운동참여 가치 인식 점수는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F=5.63, P<.04), 운동 재 참여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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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참여에 대한 가치 인식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부모의 운동참여에 대한 가치 인식 변화는 아래 [표 24] [그림 

25]와 같다.  

[표 24] 운동참여에 대한 가치 인식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71.57 

(21.16) 

85.86 

(7.82) 

시간 1.37 0.27 

그룹 0.14 0.71 

통제군 
83.14 

(8.71) 

78.29 

(6.95) 시간*그룹 5.63 0.04*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25] 운동참여에 대한 가치 인식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부모들의 운동참여에 

대한 가치 인식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63, P<.04). 이를 통해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장애부모들의 운동참여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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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 재 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부모의 운동 재 참여에 대한 가치 인식 변화는 아래 [표 25] 

[그림 26]와 같다.  

 

[표 25] 운동 재 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16.29 

(5.68) 

19.14 

(1.07) 

시간 1.27 0.28 

그룹 0.15 0.71 

통제군 
18.43 

(1.99) 

18.00 

(1.63) 시간*그룹 2.33 0.15 

평균(표준편차), P*<0.05 

 

[그림 26] 운동 재 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부모들의 운동 재 참여 

에 대한 인식변화는 운동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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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부모 인식의 변화(심층 면담)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 후 운동군 장애부모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주제도출 과정과 도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부호화(coding) 

 

부호화(coding)이란 얻어진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문장, 주제, 장면 등에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Miles & Huberman, 1994). 부호화(coding) 과정은 

주제를 도출하기 전 방대한 양의 원자료를 단순화 시켜 추후 

분석과정에 필요한 자료인지 그렇지 않은 자료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Marshall & Rossman, 2010).  

8주간의 부모참여 프로그램 후 운동군에 속해 있는 장애부모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전사된 원자료의 

부호화(coding)는 아래 [표 26]와 같다 

 

[표 26] 자료의 부호화(coding) 

coding 세부내용 

참여 이유 

-마땅히 할게 없어서 

-방학 때 그냥 놔두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서로 긴장이 풀어지고 하니까 

-이러 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자 나요. 

참여 전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첫날 스포츠 댄스라는 소리를 듣고 되게 

난감했어요 

-고학년의 경우에는 엄마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 프로그램 할 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커요 

-처음 듣고 엄마들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엄마는 늘 쉬고 싶은 거죠 

-제가 보이면 ○○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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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후  

프로

그램

에 

대한 

생각 

재 

 

참 

 

여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면 분리프로그램에 

다닐 거고 단기적이면 같이 할 거 같아요 

-장기프로그램 중에도 특성 프로그램 때는 

제가 갈 거예요 

-반반이에요 

-엄마랑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좋았어요 

-더 커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애들이랑 손을 잡고 춤을 추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아이랑 교류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 될 거 

같아서 또 할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힘들지만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엄마들한테도 생각이 있으면 

다녀보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 참여를 하고 너무 좋아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기다려 지더라고요 

-해보니까 필요하다 느꼈어요 

제 

 

안 

-체력운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뭐 워밍업은 같이 달리기를 하데 디테일 한 

운동은 선생님들이 좀 잡아서 해주면 

어떨까? 

-아이들은 체력운동하고 선생님 중 한 분이 

엄마들 맡아서 운동이나 댄스를 시켜주면 

스트레스도 풀고 좋을 거 같아요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엄마가 빠져서 

쉬어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쉬면 선생님들도 조금 더 

아이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단 
부모참여 

-오히려 엄마가 있어서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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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프로그램 

-너무 어려웠어요.  

-엄마는 주 3회가 부담스러웠어요 

-댄스는 어려웠어요 

 

장 

 

 

 

 

 

 

 

 

 

 

점 

신

체

적 

부 모 

-지나고 보면 힘들었지만 좋았다 

-체력운동 한 거는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저도 그렇게 다니면서 저도 좋았고 

-움직이니까 저도 활력소가 나고 

-몸이 조금 가벼워 진 거 같아요 

-활력을 찾죠 

-기분이 좋아졌죠 

-해보니까 제가 체력이 좋아진 거죠 

-제가 좀 좋아진 거 같아요. 지방도 없어지고 

자 녀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온 거 같아 좋아요 

-일찍 일어나요 

-체력이 쌓여서 학교 갈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몸이 덜 힘든 거 같아요  

-살이 쪄서 두리뭉실 했던 게 조금 잡혔고 

엉덩이가 무거웠는데 조금 가벼워진 거 

같고, 정자세로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서울대 갔다 온 날 보면 컨디션이 좋았어요 

-○○이도 그 아침에 서울대 간다고 하면 

눈뜨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심

리

적 

부모 

& 

자녀 

-운동할 때 스킨십은 즐거운 경험! 

-우리가 알던 스킨십하고 다른 거예요 

-○○이랑 같이 다니면서 버스도 타고 

세상도 공부하고  

-물론 돈을 내고 시킬 수는 있자 나요, 근데 

같이 느낄 수는 없자 나요 

-서울대 구경도 하면서 나무이름도 알려주고 

고양이 나타나면 인사도 하고 

-애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진 거 같아요 

-○○이랑 대화할 시간도 생긴 거잖아요 

-조금 더 말을 나눌 수 있는 화제가 생겼어요  

-운동할 때 긴장을 가지고 육체적 노동처럼 



 

 52 

혼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 

같아서 좋았던 거 같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생각 

-신체활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뇌가 좋아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움직인 날은 차분해요  

-우리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에너지 발산을 안 하면 이상해 

진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항상 하기를 원하죠 

-에너지가 발산되어야 하는데 할 때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아이가 에너지 방출을 해서 

수업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운동을 시켜야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체 및 신체활동에 

대한 생각 

 

 

 

 

 

 

 

-우리가 운동을 너무 안하고 살았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몸이 좀 부실하거든요. 제가 더 걱정이 

되니까 신랑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였어요, 제가 운동을 안 

좋아하니까 

- 제가 원래 뻣뻣해요 

-평소 운동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가, 

정신수양을 위한 것 정도예요 

-체력적으로 안 되요 

-운동 기초를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이 인라인 배울 때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이랑 같이 타면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자 나요. 그걸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네 

-아이보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같이 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하는 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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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체 및 신체활동에 

대한 생각 

 

 

-체력을 좋게는 해야 되는데 방법 면에서 

어려웠어요 

- 저희는 힘들어요 

- 엄마랑 같이 오라고 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 열정이 부족해서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K 

 

N 

 

O 

 

W 

 

I 

 

N 

 

G 

 

 

 

 

 

 

 

 

 

 

 

 

 

 

 

 

S 

 

E 

 

E 

 

 

 

 

 

 

 

 

 

 

 

 

-아이가 이렇게 뻣뻣한 줄 몰랐어요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분리프로그램은 아이가 뭐를 못하는 지 

잘하는 지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요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날 보니까 아이 혼자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부분이 대기실에서 아이들 보내고 

있으니까, 안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자 나요. 

-아이의 문제점을 아니까 훨씬 좋았어요 

-○○이가 이런 문제가 많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감사하죠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도 보고, 적응이 되고 질서를 조금씩 

깨닫는 구나. 그거를 보니까 더 좋았어요 

-가서 보니까 생각 외로 문제점이 제 눈에 

보이니까 

-같이 해보니까 내 기대치보다 더 낮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비교 아닌 비교를 

해서 내가 이런 점에서 아이한테 

부족했구나 

-같은 상황에서 엄마들 대처도 다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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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N 

 

O 

 

W 

 

I 

 

N 

 

G 

 

 

 

 

 

S 

 

E 

 

E 

-○○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지 이 아이가 

진짜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게 

맞거든요 

-프로그램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가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하는 친구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같이 해보니까 좋은 점이 오~ 이거도 

할 수 있고 저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다 비슷하게 커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또래를 보고 내 아이를 평가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된 거 

같아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 

-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선입견이랑 

많이 틀리더라고요 

-안 되는 걸 기억해서 한번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E 

X 

P 

E 

R 

I 

E 

N 

C 

E 

-제가 뛰어보니까 옛날처럼 아이들을 닦달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내가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노는 게 아니라 

운동량이 많고 힘들다는 것을 느꼈어요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아이한테 

그만큼 욕심을 안 부리는 거 같아요 

-같이 하게 되면서 욕심을 덜 내고 아이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정말 조금 뛴 건데 제가 저한테 

놀랐다니까요 

 

연구문제 

외 

주요내용 

-클수록 저랑 ○○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꾸 멀어지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프로그램을 선택해줘요, 

근데 지속성은 아이가 선택하죠 

-데리고 가고 싶어도 아이가 안 해서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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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내용 

 

원 자료의 부호화(coding) 과정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후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해서 막연하게 좋은 

것이라 인식하거나, 주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프로그램 참여 후 이루어진 면담에서는 자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막연했던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후 이루어진 면담에서는 ‘눈으로 보다, 알게 

되다, 몰랐었어요’라는 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 

분리 프로그램에서는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부모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같이 경험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은 추후 다른 신체활동 프로그램 선택이나, 자신이 직접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7]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참여 후 

“우리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뻣뻣한 줄 

몰랐어요.” 

“신체활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뇌가 좋아질 수 있어요.” “아이의 문제점을 아니까 훨씬 

좋았어요.” 

“남자애들은 에너지 발산을 안 

하면 이상해 진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걸 기억해서 한번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뛰어보니까 옛날처럼 

아이들을 닦달할 수 없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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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것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운동량을 강요하거나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봄으로써 

그렇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어 눈높이를 낮추어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②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체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의 신체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체력적, 시간적, 방법적 이유들 

때문에 신체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신체가 체력적, 정신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면담 내용 중에는 “활력을 찾죠.”, “기분이 

좋아졌죠.”처럼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 큰 효과를 느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8] 자신의 신체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참여 후 

“아이보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지나고 보면 힘들었지만 

좋았다.” 

“운동 기초를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몸이 조금 가벼워 진 거 

같아요.” 

“제가 원래 운동을 안 좋아해요.” “해보니까 제가 체력이 좋아진 

거죠.” 

“체력을 좋게는 해야 되는데 방법 

면에서 어려워요.” 

“제가 좀 좋아진 거 같아요, 

지방도 없어지고.”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졌죠.” 

 

③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인식 

 

부모들이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후 

느끼는 효과는 크게 신체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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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후 부모와 자녀 모두 체력이 좋아지고, 

신체조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보내는 시간이나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심리적 교류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9]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인식 

신체적(자녀) 심리적 

“체력이 쌓여서 학교 갈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몸이 덜 힘든 

거 같아요.” 

“운동할 때 스킨십은 즐거운 

경험!!.” 

“서울대 갔다 온 날 보면 컨디션이 

좋았어요.” 

“서울대 구경도 하면서 나무이름도 

알려주고 고양이 나타나면 인사도 

하고.” 

“살이 쪄서 두리뭉실 했던 게 조금 

잡혔고, 엉덩이가 무거웠는데 조금 

가벼워 진 거 같고, 정자세로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조금 더 말을 나눌 수 있는 

화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온 거 같아 

좋았어요.” 

“같이 다니면서 버스도 타고 

세상도 공부하고.” 

 “아이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진 거 

같아요.” 

 

④ 부모 참여 프로그램 참여 후 인식 

 

부모들이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후 향후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재 참여하는 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향후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도 주제활 할 수 있었다. 

 

[표 30] 부모 참여 프로그램 참여 후 인식 

재 참여 제안 

“더 커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애들이랑 손을 

잡고 춤을 추는 프로그램은 

“체력운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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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아이랑 교류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 될 거 같아서 또 

할거예요.” 

“아이들은 체력운동하고 선생님 중 

한 분이 엄마들 맡아서 운동이나 

댄스를 시켜주면 스트레스도 풀고 

좋을 거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힘들지만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엄마가 

빠져서 쉬어주면 좋겠어요.” 

“다른 엄마들한테도 생각이 있으면 

다녀보라고 했어요.” 

“엄마들이 쉬면 선생님들도 조금 

더 아이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저는 이번에 참여를 하고 너무 

좋아서 추천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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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본 연구는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부모의 

인식과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조성, 기초체력,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했듯이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활동량은 비 장애 아동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권현진, 정진욱, 양한나, & 김연수,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 연구들은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실질적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의 체력이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노형규 & 

오광진,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특수체육 연구 

패러다임에 부모참여라는 교육적 요소를 적용해 봄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기대해보았다.  

부모참여는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행해지는 

모든 교육적 방법인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관계이론(Bowen, 1993)과 많은 선행연구들(Sayers, Cowden, 

& Sherrill, 2002; Kimiecik, Horn, & Shurin, 1996)을 토대로 

적용된 부모참여는 특히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에서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킨다. 비 장애아동에 비해 발달장애 아동은 부모에 더 

의존적이며 동시에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비 장애아동의 부모들보다 

자녀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쳐(Goodwin, Fitzpatrick, Thumeier,  

& Hall, 2006) 자녀의 신체활동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부모가 

고려하고 선택한다.  

따라서 부모참여를 통해 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장애자녀의 체력 및 신체활동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한 후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래와 같다. 

 

제 1 절 기초체력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기초체력의 하위항목으로 심폐지구력, 근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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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구력,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기초체력(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은 신체활동 및 스포츠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체력의 저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후 

장애아동들의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통제군에 비해 

운동군에서 증가하는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심폐지구력에서는 다른 두 항목에 비해 더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송명숙(2006)과 이재길(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송명숙, 2006; 이재길, 2010). 댄스스포츠는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보다는 심폐지구력을 요하는 활동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에는 템포트레이닝과 같은 

유산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기초 체력변인에 비해 심폐지구력에서 큰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첫째, 

중재기간이 선행연구들에 비해 짧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의 

방학기간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야 하는 제한점으로 인해 

8주만을 중재기간으로 설정하여 기초체력변인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은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고강도 복합운동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모의 인식변화와 

자녀와의 심리적 교감을 느끼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초체력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신체활동량의 변화  
 

신체활동부족은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만큼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들의 경우 비 장애 

아동들에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량을 보이고 있으며(Dixon-Iba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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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Dugala, 2013), 성인기로 접어든 장애인의 경우에도 고령의 

비 장애인 수준과 동일 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ixon-Ibarra et al., 2013).  

본 연구에서 부모참여를 적용한 이유는 부모의 인식변화를 

보기 위함도 있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변화된 인식으로 인해 

장애자녀들의 신체활동량이 실제로 증가하였는지 확인하는 것 

이었다. 이한민(2009)의 연구에서는 지적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장애 자녀의 

운동참여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노형규와 오광진(2003)은 장애 자녀들의 신체활동에 관련된 

부모들의 교육적 선택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장애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장애자녀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선택하는데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며, 더불어 장애아동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자녀의 부모 인식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참여를 통해 장애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가속도계를 

이용해 장애자녀들의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후 장애아동들의 신체활동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과 하루 평균 

MVPA량에서 모두 통제군은 감소하고 운동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제언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운동 중재가 끝난 직 후 

신체활동량 측정은 변화된 부모의 인식이 적용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 사료된다. 운동 중재 후 변화된 부모의 인식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 동일한 

운동군과 통제군에게 신체활동량을 측정했더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분석된 자료의 

수가 적어 그래프 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속도계의 착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여 운동군에서 2명, 통제군에서 1명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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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시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 3 절 부모 인식의 변화  
 

장애아동의 신체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모의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노형규와 오광진(2003)의 연구에서는 특수체육 분야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한 연구라고 

말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비 장애아동의 부모에 비해 자녀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자녀와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연구는 부모의 인식 및 의사결정과 

연관시켜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Sayers, Cowden, & Sherrill (2002)은 다운증후군 유아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했을 때 장애아동 

부모들의 인식이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변화였음을 질적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Angermeier-

Howard(2000)의 연구에서는 가령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참여하거나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 실천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Angermeier-Howard, 2000). 특히 발달장애 

중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가 포함된 치료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김정미, 2000; 박랑규, 1998; 임숙빈, 2000), 

김정미(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많고 자녀의 안녕을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도 전문가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힘을 실었다(김정미, 2000).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장애자녀가 함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자녀의 신체활동 및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와 운동 방법 제공 및 습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Lee와 Dummer(2004)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이범진(2005)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안한 부모의 운동참여에 관한 가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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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설문지 결과를 보충하고자 

하였다.  

장애자녀의 부모들에게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이들의 운동참여에 관한 가치인식이 

통제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Sayers, Cowden, & Sherrill (200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를 통해서는 크게 세가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현재는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바뀌어,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녀들을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추세이다(김의수, 2003). 따라서 부모와의 심층면담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경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거나, 책이나 매체를 

통해 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 자녀의 신체적 특성과 실제 신체활동 프로그램 속에서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일반적인 사실을 장애아동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참여 

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녀가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보고 그 

전까지 생각하던 자녀의 모습과 달라 놀랐다는 내용과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에서 부모들은 

선생님을 통해 그날 있었던 일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지협적인 정보만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녀들이 했을 행동, 표정 등 외부적인 정보들은 거의 

얻기 힘든 실정이다.  

자녀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눈으로 보고, 경험을 통해 

얻은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는 추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선택이나 

가정에서 이루어 질 신체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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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2) 부모가 가지는 자신의 신체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자녀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는데 부모의 인식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실제 운동참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Anderssen & 

Wold, 1992; Moore et al., 1991). 이동규(1998)의 부모의 

생활양상과 건강인식이 어린이의 신체활동과 체력수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구에서 활동적인 아버지의 자녀들이 

비 활동적인 자녀들에 비해 활동에너지량과 총 에너지 소비량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이동규, 1998).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비 장애아동의 부모보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체력을 할애하여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러한 이유로 장애아동의 

부모 중 75.6%는 체육활동과 같은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호 & 강정화, 2008).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아이를 보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체력적으로 안 되요’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운동을 오랫동안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할 여유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8주간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후 면담내용에서는 자녀 

못지 않게 부모들에게도 신체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시간적, 체력적 이유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체력적으로 향상됨을 느꼈으며, 앞으로 자녀와 

함께 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읽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못하였지만, 자전거나 인라인과 같이 기술을 

요하는 운동의 경우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자전거나 

인라인 기술과 지도 법을 익힐 경우, 부모가 교사가 되어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문제 외 주요분석결과 

 

본 연구의 프로그램 참여 후 부모들은 신체활동에 대한 부분 

외에 자녀와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어머니는 평소 가족 중 장애자녀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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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동시에 장애자녀로 인해 가장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 장애자녀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이지만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갈등관계에 놓여있다(김현주, 2014).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불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은 이문숙 & 

안진규(2011)의 연구에서 부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또한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인식하여 동등한 

입장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자녀와 대화도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장애인을 낳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입장에서 

내려와 자녀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만큼은 자녀와 

동일한 입장에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렸던 것이 

어머니의 심리적인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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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부모의 

인식과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조성, 기초체력,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실험을 통해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아동의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활동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은 부모의 

발달장애 자녀의 신체활동, 자신의 신체활동,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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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의 객관화와 일반화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모집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량의 변화를 보기 위해 운동 중재 

직후 1주일간 측정하였다. 이는 자녀의 신체활동량 변화가 부모의 

인식변화 때문이라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운동 중재가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신체활동량을 

측정하여 부모의 인식변화와 자녀의 신체활동량 사이에 명확한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질적 자료를 토대로 한 

부모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후속연구에서는 부모관련 변인(신체조성, 기초체력)을 

추가하여 장애아동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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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hanges in the body 

composition, basic physical strength, physical activity and the 

parents’ perception by applying the dance sports for 8 weeks 

to the children with the development disability and their parents.  

The research subjects were the elementary and the middle 

school students from 8 years to 16 years and their parents, and 

among them, the parents who can participate with their children 

without the dance sports experience and signed the agreement 

voluntarily were selected. The exercise group participated in 

the dance sports program with parents performed the dance 

sports for 90 minutes a day and 3 times a week for 8 weeks in 

the dancing room at S University, and the physic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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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ody 370), cardiorespiratory endurance (16M Pacer), 

muscular strength and muscular endurance (sit-up), flexibility 

(trunk flexion forward), and the physical activity level 

(Actigraph Gt3x)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ercise 

program. And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parents’ 

perception, the questionnaire to find out the value perception on 

the participation in the exercise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exercise again, of which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verified, 

was used, and the quantitative results were backed up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after the sports program. 

For the quantitative data processing,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was performed using Windows SPSS 18.0 

program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P<.05. 

The qualitative data processing passed the process of finding 

the pattern and the topics from the interview contents by 

research problem according to the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drawn through the data processing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for the changes in the basic physical strength 

of the children with the development disability, the 

cardiorespiratory endurance, muscular strength and muscular 

endurance and the flexibility did not represen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t was observed the tendency that they 

were increased in the exercise group while they were deceased 

in the control group. Second, although for the changes in the 

children with the development disability,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t was observed the tendency 

that the daily average calorie consumption and daily average 

MVPA were increased in the exercise group while they were 

deceased in the control group. Third, the parents’ perception 

on the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e exercise represent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5.63, P<.04). Alth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exercise did not represen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t was observed the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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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t was increased in the exercise group while it was 

deceased in the control group.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 it 

was observed that the parents’ perception on the physical 

activities of their children, their own body and the physical 

activities was changed positively. In addition, through the 

parent involvement program, the positive influence was made 

psychologically in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and they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physical activity program with the parents 

again later.  

In conclusion, participating in the dance sports program with 

the parents brought the improvement in the parents’ 

perception, which is expected to give positive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the participation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 

disability and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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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연구동의서 

 
동 의 서 

 

 

1. 나와 나의 자녀는 연구 담당자(박귀택; 연락처; 010-0000-

0000)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

활동량과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내용과 절차에 대하

여 설명을 듣고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실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나와 나의 자녀의 위험과 이

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와 나의 자녀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와 나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

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연구자에 의해 나의 자녀의 신체조성, 기초체력, 신체활동

량과 같은 정보가 얻어지고 처리되는 것과 설문과 면담을 통해 나

의 정보가 얻어지고 처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와 나의 자녀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

러한 결정이 나와 나의 자녀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

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보호자) 성명;          서 명   날짜(   년/  월/  일) 

 

연구참여자(자녀) 성명;            서 명   날짜(   년/  월/  일) 

    

연구담당자 성명;                  서 명   날짜(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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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1) 운동참여 가치인식 

 

운동참여 가치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운동기술

을 배우거나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

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새로운 친

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운동이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

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양보, 협

동심과 같은 사회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독립심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운동참여가 자녀의 자아개념(자신

에 대한 좋은 느낌이나 감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교사나 코

치로부터 운동기술(드리블, 인라인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운동참여가 자녀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문제행동 

제어 및 인내심을 배울 수 있을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걷기, 뛰

기, 던지기 등 기초운동기술을 익

힐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레저기술

(수영, 볼링 등)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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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일상생활

에서 필요한 기술(식사하기, 화장

실 가기 등)을 익힐 수 있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14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의 심폐지구

력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의 근력 및 

근지구력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균형적인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지금 보다 

더 활력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운동참여를 통해 자녀가 당뇨, 고

혈압 등 만성질병에 걸릴 위험도가 

감소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운동참여 애로사항 

운동참여 애로사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주위에 운동 할 장소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운동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

다. 
① ② ③ ④ ⑤ 

3 
운동시설까지 가는 교통편이 불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운동시설 등록비용이 많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운동시설 내에 기구가 부족하거

나 없다. 
① ② ③ ④ ⑤ 



 

 81 

6 운동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운동시설 내에 전문지도자가 없

다. 
① ② ③ ④ ⑤ 

8 운동 수행 시, 보조자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지도자의 열의 및 성의가 부족하

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에게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녀에게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

다. 
① ② ③ ④ ⑤ 

12 
장애인 운동프로그램에 관한 정

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운동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부족

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외부 출입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16 운동효과가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게을러서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장애로 인해 운동수행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9 비장애인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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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재참여 

운동 재참여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자녀의 운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운동시설에 계속 자녀를 보낼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부모에게 운동을 추천할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타인이 다른 활동을 추천하여도 

운동을 계속 시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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