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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부모참여 수중운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적응행동 및 운동 협응력에 미치는 영향

오 준 택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주요어 : 부모참여, 수중운동, 발달장애, 적응행동, 운동 협응력

학 번 : 2014- 209991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8주간의 수

중운동을 적용함으로써 발달장애 아동의 적응행동 및 운동 협응력의 변

화를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8세 이상 15세 이하의 초·중

학생 발당장애와 그들의 부모이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

며, 수중운동 경험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자들로 하였

다. 부모가 함께 참여한 운동군과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비교군 모두 S

대학교 수영장에서 주 1회 90분씩, 8주간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

다.

연구는 통합연구설계(mixed-method design)를 사용하여 양적 연

구와 양적 결과를 뒷받침하는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아동의

적응행동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KNISE-SAB(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Scales of Adaptive Behavior) 적응행동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발달장애 아동의 운동 협응력을 측정하기 위하

여 KTK(Körperkoordinationstest für Kinder) 도구를 사용하였다. 모든

변인은 운동 전과 운동 후 총 2회에 걸쳐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부모참

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의 매 회기마다 부모로부터 작성된 관찰·활동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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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거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

여 양적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양적 자료처리는 Windows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

였다. 질적 자료처리는 사례연구의 분석 과정을 통하여 사례들의 실례를

찾고 사실에 대한 견해를 세밀하게 진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적응행동에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전체적 적응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운동 협응력의 변화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집단 모두

사전과 사후 비교 시 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F=29.21,

p<.01) 부모참여와 상관없이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의해 운동 협응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질적 연구를 통해 부모참여 프로그램

이 자녀의 적응행동 개선과 운동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 1회, 8주간 동안 진행된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과 부모

비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비교해볼 때, 양적으로는 발달장애 아동의

적응행동과 운동 협응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부모참

여 관찰일지와 인터뷰와 같은 질적 자료 분석에서는 적응행동 개선과 운

동능력 향상 및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자녀교육방법이 학습에 이바지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짧은 회기수와 그로 인한 아동의 일시적 의존성

증가 등과 같은 한계점 및 부모에게 교사 역할을 학습시켜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과

운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4

제 3 절 연구의 가설 ······························································· 4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제 1 절 발달장애 ····································································· 6

제 2 절 사회학습이론 ··························································· 11

제 3 절 부모참여 ····································································· 12

제 4 절 수중운동 ····································································· 15

제 3 장 연구방법 ······················································· 18

제 1 절 연구 대상 ································································· 18

제 2 절 연구 설계 ································································· 18

제 3 절 측정 도구 ································································· 21

제 4 절 운동 프로그램 ························································· 31

제 5 절 자료처리 ··································································· 38

제 4 장 연구결과 ······················································· 40

제 1 절 동질성 검정 (독립 T 검정) 결과 ······················ 40

제 2 절 적응행동의 변화 ····················································· 41

제 3 절 운동 협응력 KTK의 변화 ··································· 46

제 4 절 부모 심층 면담 ······················································· 52



- iv -

제 5 장 논의 ································································ 65

제 1 절 적응행동의 변화 ····················································· 66

제 2 절 운동 협응력의 변화 ··············································· 68

제 3 절 부모참여의 효과와 부모인식 ····························· 70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75

제 1 절 결론 ··········································································· 75

제 2 절 제언 ··········································································· 76

참고문헌 ······································································ 77

Abstract ······································································ 84

부록 ··············································································· 87



- v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장애아동) 정보 ········································ 18

[표 2] KNISE-SAB 구성 내용 ················································ 22

[표 3] KNISE-SAB 평가 척도 ················································ 24

[표 4] KTK 구성요소 ································································ 25

[표 5] 연령별 추천 높이 ··························································· 28

[표 6] 운동프로그램 ··································································· 34

[표 7] 적응행동 및 KTK 동질성 검겅 결과 ······················ 40

[표 8] 적응행동의 변화 ··························································· 41

[표 9] 개념적 적응행동의 변화 ············································· 42

[표 10] 사회적 적응행동의 변화 ··········································· 43

[표 11] 실제적 적응행동의 변화 ··········································· 44

[표 12] 전체적 적응행동의 변화 ··········································· 45

[표 13] KTK의 변화 ································································ 46

[표 14] 후진균형잡기의 변화 ················································· 47

[표 15] 외발뛰기의 변화 ························································· 48

[표 16] 좌우뛰기의 변화 ························································· 49

[표 17] 옆으로 이동하기의 변화 ··········································· 50

[표 18] 종합 KTK의 변화 ······················································ 51

[표 19] 면담 질문 내용 ··························································· 52

[표 20] 활동관찰일지 구성내용 ············································· 53

[표 21] 개념적 적응행동 관찰일지 ······································· 54

[표 22] 사회적 적응행동 관찰일지 ······································· 55

[표 23] 실제적 적응행동 관찰일지 ······································· 56

[표 24] 수중운동 관찰일지 ····················································· 58

[표 25] 상호작용 관찰일지 ····················································· 60



- vi -

[표 26] 부모참여의 장점 ························································· 62

[표 27] 부모참여의 한계 ························································· 63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설계 ······································································· 20

[그림 2-1] 후진균형잡기 ··························································· 26

[그림 2-2] 외발뛰기 ··································································· 27

[그림 2-3] 좌우뛰기 ··································································· 29

[그림 2-4] 옆으로 이동하기 ····················································· 30

[그림 3] 수중운동 프로그램 개발과정 ································· 32

[그림 4] 준비단계 ····································································· 35

[그림 5] 기본운동기술 ····························································· 35

[그림 6] 근력 및 밸런스 활동 ··············································· 36

[그림 7] 리듬활동 ····································································· 36

[그림 8] 단체활동 ····································································· 37

[그림 9] 정리운동 ····································································· 37

[그림 10] 개념적 적응행동의 변화 ······································· 42

[그림 11] 사회적 적응행동의 변화 ······································· 43

[그림 12] 실제적 적응행동의 변화 ······································· 44

[그림 13] 전체적 적응행동의 변화 ······································· 45

[그림 14] 후진균형잡기의 변화 ············································· 47

[그림 15] 외발뛰기의 변화 ····················································· 48

[그림 16] 좌우뛰기의 변화 ····················································· 49

[그림 17] 옆으로 이동하기의 변화 ······································· 50

[그림 18] 종합 KTK의 변화 ·················································· 51

[그림 19] 부모가 이해한 부모참여의 의미와 효과 ··········· 64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 및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에

필요한 기능과 행동을 습득하여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를

위해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 개인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적응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적응행동이란 넓은 의미에서 개인적·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며 개인의 적응수준,

학습, 개인적 자립, 그리고 연령수준과 문화적 집단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감의 기준에 접하는 정도와 능력으로 결정된다(이상춘, 조인수,

1989). 일반적으로 적응행동은 아동기와 학령기 발달 과정을 거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된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발달 지체로 인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여로(국립특수교육원,

2009) 타인으로부터의 거부와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 결국 적응 행동에

어려움이 나타난다(홍양자, 강승애, 2007; Taylor, 1985).

최범권과 노형규(2011)는 장애아동의 적응행동이 대근운동발달과

숙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운동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아동의 운동능력수준은 비장애 아동보다

미흡한데, 특히 평행운동, 좌우의 움직임, 교치성과 민첩성을 포함한

협응력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이필근, 배성언, 2007;

서연태, 2007, 김윤태, 2006). 그래서 이들의 적응행동을 개선하려면 운동

협응력의 발달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운동 협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 운동프로그램이 추천됐다(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1991). 그러나 도구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도구를 조작하고 능숙해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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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상해의 위험을 항상 숙지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도구를 사용한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는 다각적 운동 수행을 통해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협응력 향상, 상해 방지 측면에서 수중 운동이

선호되고 있다. 수중 운동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위해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온 만큼 안전하고, 독립적인 동작들을 가능하게 하므로

발달장애아동에게 효과적인 운동방법이다(Cole & Becker, 2004;

Fragala,‐Pinkham, Haley, & O’Neil, 2011). 수중운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과 운동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어

(정해영, 한민규, 2010; 한민규. 김동만, 장민경, 2009; Fragala et al.,

2011; Yilmaz, Yanardag, Birkan, & Bumin, 2004) 수중운동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Bandura(1977)의 사회학습 혹은 관찰학습이론(observational

learning theory)에 따르면 학습자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직접 또는 대리적인 경험을 통해 특정 행동을

학습한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아동에 적응행동의 개선과 학습을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모델이 필요한데, 부모는 가장

가까운 곳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찰 매개체이다. 아동은 실제적

모델인 부모의 행동을 관찰, 모델링, 모방하면서 학습하므로,

발달장애아동의 교육적 관점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교육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모는 아이의 장·단점, 학습 능력, 행동특성과 같은

체육교육에서 꼭 필요한 자녀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An &

Goodwin, 2007; Tekin, 2011)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 효과는 극대화되는데(Kaminiski,

Valle, Filene & Boyle 2008), 부모는 자녀가 관찰할 수 있는 매개체일뿐

아니라, 교사가 없는 가정에서 부모가 신체활동을 가르치는 대리교사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장애

아동의 교육적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라는 환경 이외에 좀 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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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중재할 기회를 충분히 포착하게 되고 집중적인 훈련이

가능해져서 기술의 빠른 습득을 도울 뿐만 아니라 습득한 기술을 다른

상황에 일반화하기에도 용이하다(Schrebiman, & Koegel, 1996). 더

나아가 부모와 장애아동이 함께하는 신체활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경험의 공유를 할 수 있으므로 장애 아동의

사회성과 신체적 발달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다(이숙, 김수빈, 2012;

Turnbull, Turnbull, Erwin, Soodak, & Shogren, 2011). 부모를 동반한

수영프로그램을 통해서 유금성(2014)은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행동과

자기 결정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심태영과 박기용(2014)도 부모

동반 수영프로그램에 의해 의사소통 능력이 개선되어 결국 부모-자녀

관계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는

전문가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강조되고 있다(김정미, 2000). 그러나 현재까지

부모와 함께 하는 신체활동 중재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적응행동 개선과

더불어 운동능력 향상을 살핀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영장이라는 사회 상황에서 부모와 발달장애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부모가 학습과정에 개입하여 교사와 모델의 역할을

함으로써 발달장애 아동의 적응행동과 운동 협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 4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이 장애 아동들의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 및 운동 협응력에 미치는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부모참여 수중운동은 발달장애아동의 개념적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부모참여 수중운동은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부모참여 수중운동은 발달장애아동의 실제적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부모참여 수중운동은 장애아동의 운동 협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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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 표본 추출된 집단으로 대표성에

제한이 있다.

2) 본 연구에는 통제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한계가 있다.

3)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아동과 그의

부모로 제한했다.

4)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체격 및 체력 조건과 유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5)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실험기간 중 운동 프로그램 외 다른

신체활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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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발달장애

1) 발달장애의 개념

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른 조화의 결과로 기능과

능력을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 다음의 새로운 기능을 또 다시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발달은 성장에 따른 기능적 발전과정으로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양상으로 진행되지만, 발달장애는 해당 연령대의

정상적인 기대치보다 약 25%이상 뒤쳐져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미국의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 Act of 1990, PL 98-527)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발달장애를 크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발달장애를 ‘만 22세 이전에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뇌성마비, 간질, 또는 자폐성 장애에 기인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기 일을 처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2012).

미국의 발달장애지원센터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ource

Center, 2013)에 의하면 발달장애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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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손상장애 또는 사회적 적응행동을 포함하는 조건들과 관련이

있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일반적인 지적 기능이 손상되어 평균 이하의 지능

또는 그 이상의 표준 편차를 보이는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으로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검사한 결과나 전문가의 임상적인 견해로 볼 때 100을

평균으로 하면 70 이하 또는 넓게 보더라도 85 이하의 지능을 가진

자들이다. 둘째는 전반적 적응행동 이상을 보이는 자들로, 의사소통,

자기보호, 가사유지, 사회기술, 지역사회이용, 자기관리,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 여가와 노동 등의 영역에서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술

영역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셋째로는 적응행동이

지적장애인과 유사한 사람으로 실질적 인지적인 결함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거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적응행동의 제한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듯 발달장애의 정의와 대상은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그 범주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이들 정의와 대상들을 정리하면 발달장애인들은

낮은 지적 능력과 그에 따른 적응행동에 이상이 있으며, 그래서 제한된

사회생활을 하며 조력자를 필요로 한다.

2) 발달장애와 협응력

협응력은 움직임 형태와 수행하고자 하는 동작의 목적에 따라

형성되는 신체와 팔, 다리의 관절과 근육의 조화로움을 일컫는

것으로(김선진, 2000), 몸 전체를 능률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Gallahue와 Ozman(2006)은 협응력을

효율적인 동작패턴을 위해 다양한 감각양식을 가진 개별 운동시스템이

통합하는 과정으로 신경계의 억제와 흥분 기능이 시간적, 양적,

공간적으로 조화되어 동작의 수정과 수행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Newman과 Newman(1995)은 협응으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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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습득하려면 먼저 사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 반복적인

감각의 경험으로 가능하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협응은 대근육 운동

기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후에 보다 어려운 단계의 운동을 하는데

필요하며, 나아가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가현, 2002).

발달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 비교하여 신장, 체중, 가슴둘레,

앉은키 등의 기본적인 체위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기초

체력을 비롯한 민첩성, 정교성, 평형성, 협응력이 부족하며 이동 능력과

조작 능력이 떨어지는 둥 낮은 운동수행능력의 특징을 보인다(양병춘,

2001; 장혜경, 2001). 운동 수행 능력의 미흡함은 발달장애아동의 성장과

성숙의 지연, 과제 경험의 부족, 근력, 협응력 부족, 운동양식의 미발달,

수행해야 할 운동에 대한 개념 이해 곤란, 늦은 반응시간, 체계화된

체육교육 결여 등 다양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이재성, 2003). 이런

특징은 발달장애아동의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서투른 대근육 및 소근육의

협응 문제로 자주 넘어지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의 위험 상황을

발생시키고,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와 연결된다(박인이, 2003).

그러나 발달장애아동의 운동의 협응력은 훈련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발달장애 아동의 운동 협응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Kipahrd가

개발한 KTK 도구로 실험한 결과 체육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발달장애

아동이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발달장애 아동보다 운동 협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홍양자, 박정화, 1997). 따라서 운동

협응력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발달할 있으며, 특히 도구를

사용하는 물체조작 기술의 학습과 활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김선진,

김용호, 한동욱, 2004). 왕한수(2013)는 8주간의 플로어볼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아동의 협응력과 물체조작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박주병(2006)은 10주간의 운동기구 이용 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협응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물체조작기술이 서투른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해 환경적 요인을

중재요소로 사용한 연구도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트램펄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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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을 느끼고 그 위에서 스스로 움직임을 제어하고 균형을 잡는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동의 운동 협응력에 효과적이며(서연태, 2007),

수중에서 물이 갖는 부력의 특성과 물 안에서의 운동은

발달장애아동으로 하여금 운동 협응력을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이필근,

배성언, 2007).

3) 발달장애와 적응행동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과 조화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단지 물리적인 자연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비롯한 집단 사회조직 등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적응행동이란 넓은 의미에서 개인적·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며 개인의

적응수준, 학습, 개인적 자립, 그리고 연령수준과 문화적 집단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감의 기준에 접하는 정도와 능력으로 결정된다

(이상춘, 조인수, 1989).

미국지적발달장애협회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적응행동을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의 3개 영역으로 나누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능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기술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개념적 기술(conceptual skill)은

인지, 의사소통 및 학업 기술과 같은 개념적인 기술을 의미하며,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기술이다. 사회적 기술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대인관계,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규칙 준수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적 기술(practical skill)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을 유지해 가는

기술이다. 실제적 기술을 자기관리기술, 건강관리, 안전기술과 같은

기술을 토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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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질적 결함, 반복적인

행동의 문제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학급의 교사와

또래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며 적응행동의 문제를

보인다(권회연, 전병운, 2013). 일반적으로 적응행동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에 의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능력이지만 발달장애아동에게는

지적인 장애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적응행동을 터득할 기회조차 매우 부족하다(최진영, 2002).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인기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응행동의 발달은 아동기와 학령기를 거쳐

성인기에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Felce, Perry, Lowe, & Jones, 2011).

김형준(2002)에 따르면 일반아동이 생후 7개월부터 나타나는 사회성

기술이 발달장애아동에게는 7세에서 8세 사이에 습득되며, 생활연령이

6세에서 13세인 발달장애아동의 적응행동은 일반아동의 1세와 2세

사이에 머물러있음을 보고하며 적응행동 지체에 대한 심각성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발달장애아동의 적응행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놀이나

게임, 특수체육활동과 같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적응행동을 향상

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민, 박진우,

이현수, 김재화, 2014; 임인선, 이진효, 2010; 홍양자, 강승애, 2007).

최범권 과 노형규(2011)는 사회적 적응행동이 대근운동발달의

하위요인중 하나인 운동 협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신체활동을 통해 습득된 운동기술들이 게임 및

스포츠 활동 단계로 전이될 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여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적응행동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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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학습이론

미국의 심리학자 Albert Bandura는 1977년 행동주의 학습이론을

기초로 개인의 인지적 작용과 사회적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학습과정으로

설명하며 사회학습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상호결정론에 따라 행동을

포함한 심리, 정서의 형성과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환경적 자극, 그리고 행동적 반응의 상호작용이라 말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학습의 과정이 사회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며 이를 관찰학습이론(observational learning

theory)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학습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직·간접적인 경험과 행동의 결과를 통해 특정 행동을

학습하며, 이를 모델링(modeling) 또는 모방학습(imitation

learning)이라고 한다.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들인 자기조절과

자기효능감도 모델링을 통해 일어난다. 아동들은 명확한 내적 기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이나, 교사 혹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내적 기준을 형성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거나 규제하여 자기조절 능력을 형성한다. Bandura(1982)는

자신과 비슷한 타인으로부터 관찰된 성공적인 수행 또는 실패가

관찰자의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학습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과 모델의 유사성을 관찰하고

모방을 통해 학습한다. 이때 자신과 유사한 모델일수록 모방을 통한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유사성이 낮다고 지각하더라도 부모와

같은 높은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Eggen & Kauchack, 2004). 관찰학습의 효과는 학습

동안에 모델에게 주위를 기울이는 주의 집중 과정(attentional process),

시각적, 언어적으로 기억에 전이되는 파지 과정(retention process),

모델의 행동을 기억한 후 학습자가 행동으로 옮기는 운동재생

과정(reproduction process), 그리고 행동을 재생하며 강화를 이루는

동기화 과정(motivation process)을 거치므로 모델을 모방하는 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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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인지적인 측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아동의 학습 과정은 일반 아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효율성이 낮다. 일반 아동에게 교사는 집중적이지만

단회기적으로 가르치는 모델로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발달장애

아동들에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가까이에 늘 있는 부모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교사가 된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학습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여 학습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Ingersoll과 Gergans(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참여한 자폐아동 동작 모방 기술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모델링, 행동유도, 강화를 통해 자폐아동의 물체 조작 모방능력과

행동표현의 모방 능력에 향상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부모의 교수로 인해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의

참여를 통해 모델링 학습이 기관에서부터 가정과 생활 속으로 연계될 수

있어 그 효과성이 부각된다.

제 3 절 부모참여

1) 부모참여의 목적

가족은 한 개인이 출생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환경이며,

가정의 인지·물리적 환경은 개인의 성격 형성과 사회화는 물론 자존감과

가치관의 형성, 태도, 행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자녀의 일생에서 다른 어떤 시기보다 발달적으로 민감한

아동기에 최초의 인적 환경 제공자로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오연주, 2002).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를

포함하는 가족들의 참여가 교육 성패에 막중한 영향을 준다(천현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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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참여란 넓은 의미에서 자녀학업에 대한 의식과 직·간접적인

개입, 학업의 성공과 양육기술 간의 상호작용 이해, 교사와의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한 자녀 진전에 대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Pate &

Andrews, 2006). 부모는 아이의 장·단점, 학습 능력, 행동특성과 같은

교육적 가치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상황에서도 교육의 중심이 되기에 부모의 참여는

발달장애아동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An & Goodwin, 2007; Tekin,

2011).

미국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을 위한 보상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Head Start Program의 경우에서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도와 아동의 진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의 경우, 부모가 자녀교육에 관심과 열성을 가짐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Mideo

Educational Associate, 1972). 부모 참여와 관련된 연구들의 메타분석

결과는 부모의 참여가 중재의 성공여부에 효과적인 중재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Casto & Mastropieri, 1986).

따라서 부모참여 시 부모 역할은 자녀의 교육기관에서

보조교사로서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자녀의 주교사의 역할을 배우는

것에 있다. 부모의 참여로, 부모는 가정환경의 재구성과 교육 현장과

가정과의 일관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소현, 2000). 이는

교육기관과 가정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이

연속적으로 실행 될 수 있게 한다(한경근, 2004).

2) 부모참여와 상호작용

인간이 태어나면서 맺게 되는 최초의 관계는 가족관계이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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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상호 연결되어 가정생활을 유지 및 발전시키며 영위해간다. 가족

내의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초가 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사회성,

의사소통, 인지능력 발달과 습득에 주된 상황을 제공한다(McCollum,

1986).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인 것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성격, 태도 및 행동과

가족구조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홍정애, 성영혜, 2007).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신의 자발적 행동과 아울러 자녀들의 행동에

따른 반응 행동을 통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확대해 나가지만 발달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부모와 타인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어렵고(Heward, 2013) 더

나아가 부모가 상호작용에 대한 동기까지도 상실하게 만든다(Kauffman,

& Landrum, 2011).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부모가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임숙빈, 1997; 한혜진, 2000).

특히 자녀와의 신체접촉이나 놀이를 통해 표출되는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 한 가지 활동에 함께 몰입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나누어

자녀의 상호작용 능력이 촉진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함으로써

자녀는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상호작용의 방향, 속도, 내용 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부모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MacDonald & Park,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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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중운동

1) 수중운동의 특징과 효과

수 세기 전부터 치료적 수단으로서 물이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재활 운동 및 치료의 목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 요소들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관심이 최근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물의 특성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극대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접근 방법을 고안해 냄으로써 물이라는

환경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건강 증진과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Koury,

1996). 수중운동은 물의 특유성으로 인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운동과

많은 차이가 있다. 물은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과 몸에 작용하는

물의 부력이 각종 운동 종목 훈련 시 근력 및 신체단련에 도움을 준다.

또한 물의 부력으로 달리고, 뛰고, 점프하고, 몸을 이완하고, 피벗 동작과

같은 다양한 운동을 실시하기에 용의하다. 만약 이와 같은 수행을

지상에서 한다면 신체 체중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반면, 수중에서는 신체 체중이 실려 있는 관절을 물의 부력이

쿠션으로 작용하고, 지상 운동 프로그램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근육의 긴장과 상해를 막아준다(Huey, 1982).

물의 부력은 장애 아동들이 지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긍정적인

운동경험을 가지도록 해주며 장애아동이 성공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Goramn, Brown, Daniel, & Daniel, 1987).

물속에서는 물의 저항이 있으므로 도구의 사용 없이 근력, 근지구력이

강화되고 관절 가동영역이 커지며, 평형 능력, 심폐 지구력도 증진되는

충분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Carl & barry, 1992). 수중에서

작용되는 중력과 부력의 복합된 힘은 신체의 회전운동을 일으킨다. 이때

신체의 균형유지와 중심점의 회복단계는 신체의 균형감각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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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응력을 향상 시켜 신체의 움직임을 제어 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

또한, 몸이나 팔다리를 수중에서 움직일 때 물의 저항으로 근육이

발달한다. 이러한 저항은 주동 근과 길항 근에 개입하여 더욱 균형 잡힌

운동 효과를 나타낸다(Priest, 1990).

발달의 지체를 보이는 아동에게 물의 양력, 부력, 중력, 저항을 통해

신체 전반을 골고루 발달시키고 근력과 운동 가동범위, 균형감각, 신체

협응 등 값비싼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저항을 선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운동방법이다(한동욱, 2002). 곧 물은

자연이 주는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중운동과 발달장애

발달장애아동에게 수중운동은 운동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단계가

되는 인지 학습의 효과가 있다. 수중은 인간이 태아 때부터 모태 양수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여 물과는 아주 친숙한 관계에 있으므로

물속에서는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따라서, 양수와 유사한 수중으로

들어가서 발달지연이 되어있는 부분을 하나씩 운동하여 발달시키는 것은

발달장애아에게 매우 유용하다(한창욱, 2010). 또한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수중에서 비교적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동작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에게 수중운동은 효과적인 운동방법이 될 수 있다(김기영,

2004).

수중운동은 발달장애아동의 건강체력 및 운동체력은 물론이며 이에

따른 신체조성과 심폐지구력 및 협응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심태영, 박기웅, 김동원, 2014; 이필근, 배성언, 2007;

정해영, 한민규, 2010; Fragala‐Pinkham et al., 2008; Yilmaz et al.,

2004). 수중운동은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다. 특수체육 현장에서 수중운동은 장애 유형에

맞는 변형된 도구와 규칙을 통해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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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사회 복귀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수중운동은 생활체육으로서 가족, 또래

동료와 함께 평생 동안 즐길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Johannsen, 1987).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므로 발달장애 아동에게 꼭 필요한 규칙과 공중도덕을

배우고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물 속이나 근처에 있는 동안

스스로 즐기고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는 안전기술 또한 습득할 수 있다

(Christie, 1985).

Joyce(1982)의 연구에 의하면 수중활동이나 물놀이는 신체와

환경과의 관계에 결함을 가진 발달장애아동에게 신체에 대한 인식과

감각 자극을 깨닫게 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편안함을

주어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이 갖는 특성으로

운동효과와 안정성이 지상의 어떤 종목보다 뛰어나며, 신체적·심리적

위축을 보이는 발달장애아동에게는 물속에서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다(Bandura, 1986). 특별히 발달장애아동에게 있어서 언어만을

사용한 상호작용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를 돕기 위해서는 자연적

매개체인 수중놀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처럼 수중운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운동발달과 건강 체력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김정미, 2000; 심태영 등, 2014; 한민규

등, 2009;Fragala‐Pinkham et al., 2008; Pan, 2010; Yilmaz et al., 2004).

수중운동은 발달장애아동의 감각과 자극의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수중운동을 통해 발달장애아동의 신체 건강과 운동발달

요소들을 유지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효과와 인지발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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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의 발달장애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26쌍의 아동과 부 또는 모를

모집하였다. 실험 참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참여함에 있어 신체적 제한이 없고 의학적 질환으로 수중운동 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아동에 한하여 모집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부모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절차와 내용,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표 1]연구대상자(장애아동)정보

구분(인원)
연령(세) 신장(cm) 체중(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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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군 (14명) 11.6(2.1) 149.5(17.9) 49.1(17.8)

비교군 (11명) 13.2(1.2) 158.2(13.6) 58.8(15.6)

제 2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8주간의 수중

운동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으로 연구 설계 및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운동프로그램 진행 일정을 고려하여 편의 표본 추출을

통해 실험에 참여할 발달장애 아동과 그들의 부모, 총 26쌍을

모집하였다.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운동군에는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 15쌍,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비교군에는 부모를

제외한 발달장애 아동 11명을 비무선할당을 통해 배정하였다. 각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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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행동과 운동 협응력에 대한 동일한 항목을 사전측정 하였고, 독립 t

검정(independent t-test/ p<.05)을 통해 동질성검사를 진행하였다.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15쌍의 부모-자녀 운동군과

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11명의 발달장애

아동들은 8주의 기간 동안 매주 1회 90분간의 수중운동에 참여 하였다.

운동군의 경우 8주의 운동 기간 중 1쌍의 부모-자녀가 중도 포기를

하였지만, 나머지 대상자 14쌍은 평균 89.3%의 높은 출석률을 보였으며

비교군은 중도포기 없이 8주의 운동 기간 중 95.5%의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8주간의 운동 프로그램 종료 후, 사전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달장애 아동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후 측정이 진행되었다. 덧붙여

부모참여 수중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운동군 부모들은 활동관찰일지를 

작성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질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양적 자료를 보완하였다. 본 실험은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로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동군에 참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심층 면담과 매주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활동관찰일지 기록을 실시하여 질적 자료로 제시 하는

통합연구설계(mixed-method design)를 하였다. 통합연구설계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통합으로 연구의 타당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김영천, 김경식, 이현철, 2011).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03)이 제시한 설명 설계(explanatory

design)를 활용하여 연구를 2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에서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수집 자료를 설명해줄 수 있는 질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연구 과정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오류들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Morse(1991)의 순차적인 모형에 따라 양적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 및 해석, 설명을 질적 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양적 측정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인 Window SPSS 23.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질적 자료는 Stake(1995)가 제시한 사례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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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을 통해 전사 작업을 거쳐 문서를 질적 분석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설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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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도구

1 ) KNISE-SAB (적응행동검사)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학생의 적응행동을 검사하기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된 KNISE-SAB(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Scales of Adaptive Behavior)를 사용하였다.

KNISE-SAB은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생활양식에

적합한 내용의 적응행동검사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ABS(Nihira, Leland, & Lamdett, 1993), SIB-R(Bruiniks,

Woodcock, Weatherman, & Hill, 1996), Vabs(Sparrow, Balla, &

Cicchetti, 1984) 등의 적응행동검사를 분석하여 적응행동의 평가요인,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 등을 추출하여 적응행동 평가모형을 개발한 다음,

그에 따라 개발한 적응행동검사이다. AAIDD에서 정의하는 적응행동의

개념인 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응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하며,

KNISE-SAB는 비장애아동 및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하여 비

장애학생은 물론 발달장애학생 집단의 규준으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만 5세부터

17세까지를 대상으로 적응행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검사도구이다.

KNISE-SAB는 개념적 적응행동-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기, 쓰기,

돈 개념, 자기 지시-등 6개의 소영역 72문항, 사회적 적응행동-사회성

일반, 놀이활동, 대인관계, 책임감, 자기존중, 자기보호, 규칙과 법-등

7개의 소영역 68문항, 실제적 적응행동-화장실 이용, 먹기, 옷 입기,

식사준비, 집안 정리, 교통수단 이용, 진료받기, 금전관리, 통신수단 이용,

작업기술, 안전 및 건강관리-등 11개 소영역, 102문항 등 총

2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NISE-SAB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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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소검사 문항수 신뢰도

개념적

적응행동검사

언어이해 18

.97

언어표현 20

읽기 10

쓰기 9

돈 개념 6

자기 지시 9

소계 72

사회적

적응행동검사

사회성 일반 10

.96

놀이활동 10

대인관계 10

책임감 10

자기존중 9

자기보호 9

규칙과 법 10

소계 68

실제적

적응행동검사

화장실이용 6

.96

먹기 10

옷 입기 11

식사준비 7

집안정리 8

교통수단이용 8

진료받기 8

금전관리 8

통신수단이용 9

작업기술 10

안전과 건강관리 17

소계 102

총계 242

[표 2] KNISE-SAB 검사영역별 하위요소 구성 내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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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사의 발달장애학생에 있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개념적 적응행동 .97, 사회적 적응행동 .96, 실제적 적응행동 .96이며

전체적응행동의 신뢰도는 .99이고, 하위요소의 평균 신뢰도는 .71에서

.99의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개념적 적응행동 .94, 사회적 적응행동 .92, 실제적 적응행동

.89이며 전체 적응행동의 신뢰도는 .97이고 하위 요소의 평균 신뢰도는

.67에서 .98의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KNISE-SAB의

신뢰도는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KINISE-SAB의 타당도는 사회성숙도와의 동시 타당도를 구하였다.

발달장애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은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및

전체적응행동에서 각각 .82, .80, .84, .84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일반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은 개념적·사회적·실제적 및 전체

적응해동에서 각각 .97, .81, .89, .94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KNISE-SAB는 사회성숙도검사와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NISE-SAB를 통하여 획득한 원 점수를 변화하여

구해진 환산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또한 환산점수를 통하여 구해진

개념적 적응행동 지수, 사회적 적응행동 지수, 실제적 적응행동 지수,

전체적응행동 지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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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평가 기준

0점
문항의 내용을 3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1 번도

또래와 같은 수준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1점
문항의 내용을 3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1 번 또래와

같은 수준으로 수행하는 경우

2점
문항의 내용을 3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2 번 또래와

같은 수준으로 수행하는 경우

3점
문항의 내용을 3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3 번 또래와

같은 수준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 검사 방법

KNISE-SAB의 모든 문항은 0, 1, 2, 3점의 4단계 척도에 의해 채점

할 수 있다.

[표 3] KNISE-SAB 평가 척도

나) 검사 순서

KINSE-SAB 검사는 개념적 적응행동검사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적응행동검사, 실제적 적응행동검사의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소검사의

1번 문항부터 시행한다.

각 소검사에서 3개 문항을 연속해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0점),

해당된 소검사 영역 검사를 중지하고(이후 모두 0점 처리), 다음

소검사를 실시한다.

다) 실시 대상

KNISE-SAB은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라

피검사자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피검사자의 특성과 행동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부모나 교사 등의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 25 -

구성 내용 구성 요소

후진 균형 잡기
평형성 요소

동적 평형성 능력, 방향성

외발뛰기
역동적 에너지 요소

근력, 민첩성, 리듬

좌우 뛰기
스피드 요소

교치성, 민첩성, 연속성

옆으로 이동하기
순발력 요소

민첩성, 연속성, 평형성

2) KTK - Körperkoordinationstest für Kinder(협응력)

운동 협응력의 검사는 KTK(Körperkoordinationstest für Kinder)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방법은 독일의 Kiphard와 Schilling이 1974년

1,228명의 독일 아동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협응력을 측정하여, 그

측정치를 표준화한 것으로서, 원제작자가 산출한 검사-재검사의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r = .90-.93이다(Hunnekens, 1978).

이 테스트는 전반적인 운동 협응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발달장애 아동의

협응력을 알아보기에 신뢰성이 높고 객관성이 안정된 적합한 도구이다.

[표 4] KTK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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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후진균형잡기

2-1) 후진균형잡기

가) 테스트 준비

6cm, 4.5cm, 3cm 넓이의 테스트 평균대(높이 5cm)를 나란히

설치하고 6cm 넓이의 평균대 끝에는 과제 4(옆으로 이동하기)에서

사용하는 발판을 설치한다. 평균대의 길이는 3m로 한다.

나) 테스트 실시방법

지시에 따라 각각의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후진을 3회

실시한다. 측정자의 시범 후 각 평균대마다 1회 전진 및 1회 후진

연습을 실시한 후 기록을 재기 위해 각 평균대별로 3회의 후진 균형

잡기를 실시하여 9회의 유효한 시도를 평가한다.

다) 평가

평균대 위에서 후진하여 발이 바닥에 닿거나, 점수가 8점에 이를

때까지의 검을 수를 센다. 각 평균대를 8걸음 미만으로 건넜다면

8점으로 인정한다. 후진 균형 잡기 테스트에서는 각 평균대별로 3회의

유효한 시도 결과를 적은 후 합산한다. 각 평균대별 합산은 전체 점수로

합산된다. 각 평균대별로 1회의 시도로 최대 8점을 얻게 되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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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외발뛰기

점수로는 3×3×8=72가 될 수 있다.

2-2) 외발뛰기

가) 테스트 준비물

스폰지 (길이 50cm ×폭 20cm×높이 5cm) 10개

나) 테스트 실시방법

과제는 1.5m 떨어진 출발점에서 외발로 뛰어가서 가로로 놓인

스펀지를 한발로 뛰어넘는 것이다.

측정되는 첫 번째 스펀지 수(높이)는 사전연습의 결과나 아동의

나이에 따라 조절을 한다. 측정자의 시범 후 왼발과 오른발로 각각

2회의 사전연습이 가능하며 연령별 추천높이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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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높이(cm) 스펀지 개수

6-7세 5 1 개

7-8세 15 3 개

9-10세 25 5 개

11-14세 35 7 개

[표 5] 연령별 추천 높이

스펀지를 넘은 후 아동은 같은 발로 적어도 2회의 뛰기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는 아동이 제대로 뛰어넘어 성공했음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각

높이 별, 다리 별로 3회의 유효한 시도를 하게 된다.

다) 평가

각 높이별로 몇 번째 성공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가

주어진다.

-첫 번째 성공: 3점 / 두 번째 성공: 2점 / 세 번째 성공: 1점

추천높이의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을 때 그전의 높이에 대해서

3점이 주어진다. 어떤(정해진) 높이에 있어서 3회 시도를 실패했을 때는,

그 바로 밑 두 단계 높이에서 획득한 점수가 5점 이상일 때에만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테스트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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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좌우 뛰기

2-3) 좌우 뛰기

가) 테스트 준비물

좌우 뛰기 판(길이 100cm×폭 6cm)과 초시계

나) 테스트 실시방법

과제는 15초 동안 최대한 빨리 양발로 좌우 뛰기 판 위의 막대를

좌우로 뛰어넘는 것이다. 측정자의 시범 후 연습으로 5회의 점프를 할

수 있다. 양발이 동시에 바닥에 닿지 않는 착지는 가능하면 피하게 해야

한다. 2회의 유효한 시도만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다) 평가

15초 동안 2회 실시되는 유효한 시도에서 해낸 점프 횟수를 기록한

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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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옆으로 이동하기

2-4) 옆으로 이동하기

가) 테스트 준비

두 개의 발판[가로(25cm)× 세로(25cm) × 높이(5cm)]을 그림[2-4]와

같이 배치한다. 이 발판을 옆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동방향으로 3∼4m의

공간이 필요하며 초시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나) 테스트 실시방법

과제는 20초 이내에 두 개의 발판을 최대한 많이 옆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한쪽 발판에 올라서서 다른 발판을 옆으로 이동시켜

이동된 이 발판에 옮겨간 후 다른 발판을 다시 옆으로 이동시키는 연결

동작으로, 측정자의 시범 후 1회의 연습이 주어지며, 2회 실시한다.

다) 평가

20초 동안에 이루어지는 발판과 신체의 이동 횟수를 측정한다.

먼저 아동이 왼쪽의 발판을 옮겨서 오른쪽 바닥에 놓았을 때 1점,

아동이 옮겨진 이 발판으로 옮겨가서 양발로 섰을 때를 2점, 다시

왼쪽의 발판을 오른쪽 바닥으로 옮겨놓았을 때 3점 등으로 점수를 준다.

2회에 걸친 유효한 시도의 점수를 기록한 후 합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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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운동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90분씩 주 1회, 총 8주간 진행되는 수중운동이다. 물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장애아동이나 일반아동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호기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이 가지고 있다. 수중활동

준비과정과 정리과정에서의 옷 입고 벗기, 샤워하기, 로션 바르기,

화장실 다녀오기 등은 생활자립 기능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중활동 시 차례로 줄서기, 자기 자리 찾아가기, 부모 및 또래와의

물놀이 등의 수행과정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과 더불어

신체발육발달에 도움이 된다(김선엽, 2002; Kelly & Darrah, 2005).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수영의 기능적 기술보다는 수중에서의 운동을

중점으로 즐겁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본 활동을 선정하게 되었다.

1. 운동프로그램 개발 과정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고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즐겁고 안전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첫째, 수중운동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자료들을 고찰하였다.

수중운동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에 대한

탐색을 토대로 발달장애아동 수중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문헌 고찰의 결과를 반영하여 문헌의 공통된

내용을 추출하고 특수체육 전공 대학원생 3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전문가 2인과의 협력 및 협의를 통해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두 명의 전문가는 수년간 장애아동 수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들과 직접 만나 2회의 협력 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아동 수중운동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운영지침부터 세밀한 교수방법 및 안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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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의 노하우(know-how)를 토대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구성

할 수 있었다. 또한 모자 수중운동 프로그램 시설 견학 및 현장 학습을

관찰하고 프로그램 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반영하였다. 모든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쳐 구성된 본 연구의

수중운동 프로그램 내용은 이들을 통해 타당도의 검증을 거쳤다.

셋째, 본 연구 시작에 앞서 주 3회, 1회기 60분간의 사설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약 2개월간 직접 참여하였다. 사설 수중운동 프로그램의

대상은 성인이었으며, 물통과 아쿠아봉을 활용한 수중리듬 운동이었다.

발달장애아동의 신체적 특성과 흥미 요소를 고려하여 발달장애아동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수정 및 고안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넷째, 사설 수중운동 프로그램 종료 후, 3회에 걸쳐 본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 6명(특수체육 전공 대학원 박사·석사 과정)을 대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교사교육을 진행하였다. 그 후, 토의를 거쳐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8주간의 수중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림 3] 수중운동 프로그램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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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부모들은 자녀의

신상기록부 및 교육적 요구서를 작성하고 교사의 수렴 과정을 진행하여

장애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였다.

매주 프로그램 시작 전 부모, 아동, 교사가 모여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당일 프로그램 내용을 교육하는 시간을 갖은 후 수중운동을

실시하였다. 매주 프로그램이 끝난 후 부모에게 활동 참여

관찰기록일지가 배부되었고 다음 회기까지 작성하게 하여 수거되었다.

부모가 작성한 관찰기록일지는 연구자에 의해 수거되었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교사들과 토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수중운동 수행 자체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이라는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회성과 행동학습에도 목표가 있었다.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은 수영장 입장부터 퇴장까지 모든 상황에 걸쳐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과 함께 참여한 부모는 자녀의 모델로서

공공장소 사용에 대한 예절을 비롯하여 탈의실, 샤워장, 수영장에서

배워야 할 적응행동기술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총 8주간에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의 처음 3주간 교사 1명당

1∼2쌍의 아동과 부모를 맡아 기본적인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교사는 직접 부모에게 운동 동작과 방법을

지도하였으며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게 보조 교사의

형태로 참가하였다. 회기가 거듭할수록 부모가 자녀의 교사로서 지도할

수 있도록 점차 교사 인원을 줄였다. 마지막 주 차시에는 장애아동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수중활동 중 보조가 꼭

필요한 아동에게만 교사가 개입하여 본 프로그램의 목표에 일환인

부모가 주도적으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직접 자녀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전체적 운동 프로그램의 계획은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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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운동 프로그램

주제
시간

(분)
내용 목표

수영장 입장

및

퇴장

20

-열쇠교환

-탈의실로 이동

-수영복 착·탈의

-락커 정리

-샤워

수영장 사용 규칙

이해 및 신변처리

준비단계 10

-인사

-일정 확인

-체조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본 활동 준비

본 운동 30

-입수 및 호흡

-수중 달리기

-밸런스 보드

-리듬활동

수중 적응

근력 및 지구력

수영기술

협응기술

단체 활동 20

-수중농구

-장애물 달리기

-수중 릴레이

협력 및 단결

대인관계

사회적 기술

정리 단계 10

-스트레칭

-뒷정리

-마무리 인사

근육 이완

검토 및 보상

사회적 상호작용

[표 6] 운동 프로그램

1) 준비 단계

준비단계에서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관절의 가동범위 및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운동의 상해를 방지하였다. 그 후, 풀 사이드에

걸터앉아 몸에 물을 적시고 발차기 활동을 통해 수중활동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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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준비단계

[그림5] 기본이동운동

하였다. 또한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고 수중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동이 좋아하는 놀이기구(에그플립, 다이빙 스틱, 아쿠아봉, 물통,

밸런스보드 등)를 활용하여 수중운동 준비를 유도하였다.

2) 기본 이동 운동

준비 단계에 이어 기본 이동 운동을 진행하였다. 운동발달에 필요한

이동 기술로 수중에서 걷기, 달리기, 점프하기 등과 같은 비교적 쉬운

운동들로써 물에 적응을 도모하였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차놀이와 원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움직임 교육과 더불어 교사, 부모,

학생들 간에 라포(rapport)를 형성하여 운동의 즐거움을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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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근력 및 밸런스 활동

[그림7] 리듬 활동

3) 근력 및 밸런스 활동

근력 및 밸런스 활동으로 아쿠아봉을 이용한 수중 자전거 타기를

비롯하여 물통을 활용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아동에게는 조거벨트와

같은 부력기구를 사용하여 수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리듬 활동

리듬 활동은 음악과 리듬에 맞춰 신체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아쿠아로빅스와 유사한 형태로 4∼5개의 부분 동작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아동들이 흥미 있어 하는 가요와 안무를

활용하여 수중활동에 흥미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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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단체 활동

[그림9] 정리 운동

5) 단체 활동

대부분의 수중운동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체 활동 요소를 추가하였다. 부모 또는 친구들과 공을

주고받기를 통하여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하였다. 수중농구를 통해

단체의 유대감 형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6) 정리 운동

정리 운동으로는 수중운동을 하는 동안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과 WATSU기법을 활용한 운동이 실시되었다. 짝 스트레칭과

물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몸을 맡기고 편히 쉬는 시간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더욱 긴밀한 상호작용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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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료처리

1) 발달장애아동의 적응행동 및 운동 협응력 (양적 자료)

본 연구에서는 수중운동 집단과 통제집단의 적응행동 및 운동

협응력의 차이는 SPSS 23.0 Ver.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이원 분산분석(2-way repeated measure ANOVA)으로 분석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2) 그룹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3) 그룹과 시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였다.

(4) 통계적 유의 수준(p)은 .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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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모참여 운동군 대상 면담 및 관찰일지 (질적 자료)

양적 자료의 결과를 뒷받침하고자 두 가지의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매주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와 부모들의

요구 사항 및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한 활동관찰일지를 작정하게

하였다. 활동관찰일지는 매주 프로그램 시작 전에 나누어주어 다음 회기

시작 전까지 작성하게 하여 수거하였다.

다른 하나는 8주간 직접 수중운동에 참여한 운동군 부모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부모(N=14)중 9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적응행동과

운동 협응력에 변화,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가 경험한 부모참여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면담은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 사후측정을

마치고 부모참여 운동군의 부모들과 개별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개별 심층면담은 S 대학교에서 진행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으며 녹음파일은 한글 20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서로 전사되었다.

본 연구에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따라 특정한 사례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부모참여 수중운동이라는 사례를

경험한 운동군 부모로부터 부모참여가 갖는 의미를 탐색할 수 있었다.

질적 자료의 분석은 Stake(1995)가 제시한 사례연구 분석 방법으로

사례나 현장에 대한 꼼꼼한 기술로 구성되었다. 사례연구의 분석 과정은

첫째, 자료로부터 실례를 찾고, 둘째, 사례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피며,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으로부터 자연주의적 일반화를 이끌어내어

‘사실’에 대한 견해를 세밀하게 진술하였다.

전사된 면담 자료와 활동관찰일지를 통해 기록된 자료는 양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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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 발달장애 아동의

적응행동 및 운동 협응력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동질성 검정의 결과는 아래 [표 7]와 같다.

제 1 절 동질성 검정 (독립 t검정) 결과

[표 7] 적응행동 및 운동 협응력 KTK 동질성 검정 결과

변인
운동군

N=14(남=12, 여=2)
비교군

N=11(남=8, 여=3) t p

M(SD) M(SD)

개념적 적응행동 51.86(15.48) 59.18(18.32) -1.08 .290

사회적 적응행동 51.86(15.48) 59.18(18.32) -1.08 .290

실제적 적응행동 93.43(24.85) 100.27(29.74) -.627 .537

전체적 적응행동 206.29(56.47) 222.00(69.75) -.623 .539

후진균형잡기 16.57(8.35) 17.27(4.29) -.253 .803

외발뛰기 17.14(18.18) 19.18(10.60) -.351 .729

좌우뛰기 17.15(13.56) 26.55(19.75) -1.38 .183

옆으로 이동하기 12.64(9.16) 15.73(6.05) -.962 .346

종합 KTK 62.50(45.28) 78.73(35.40) -.976 .339

두 그룹간의 적응행동과 운동 협응력 KTK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 t검정 결과, 모든 변인에서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 중재 시작 전 운동군과

비교군은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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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적응행동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비교군

장애아동의 적응행동 변화는 아래 [표 8]와 같다.

[표 8] 적응행동의 변화

변인

운동군 (N=14) 비교군 (N=11)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개념적
51.86

(15.48)
50.86

(17.94)
59.18

(18.32)
60.36

(19.47)
.498 .487

사회적
51.86

(15.48)
50.86

(17.94)
59.18

(18.32)
60.36

(19.47)
.498 .487

실제적
93.43

(24.85)
91.93

(28.11)
100.27
(29.74)

106.00
(31.35)

1.50 .233

전체적
206.29
(56.47)

201.43
(63.89)

222.00
(69.75)

233.18
(72.17)

1.73 .201

Mean(SD), *p<.05 , **p<.01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발달장애아동들의

적응행동(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전체적)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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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념적 적응행동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비교군 발달장애아동의

개념적 적응행동의 변화는 아래 [표 9] [그림 10]와 같다.

[표 9] 개념적 적응행동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4)

51.86
(15.48)

50.86
(17.94)

시간 .003 .954

그룹 1.46 .240

비교군
(N=11)

59.18
(18.32)

60.36
(19.47) 시간*그룹 .498 .487

Mean(SD), *p<.05 , **p<.01

[그림 10] 개념적 적응행동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발달장애아동들의

개념적 적응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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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적 적응행동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비교군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적응행동의 변화는 아래 [표 10] [그림 11]와 같다.

[표 10] 사회적 적응행동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4)

51.86
(15.48)

50.86
(17.94)

시간 .003 .954

그룹 1.46 .240

비교군
(N=11)

59.18
(18.32)

60.36
(19.47) 시간*그룹 .498 .487

Mean(SD), *p<.05 , **p<.01

[그림 11]사회적 적응행동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발달장애아동들의

사회적 적응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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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제적 적응행동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비교군 발달장애아동의

실제적 적응행동의 변화는 아래 [표 11] [그림 12]와 같다.

[표 11] 실제적 적응행동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4)

93.43
(24.85)

91.93
(28.11)

시간 .514 .481

그룹 .898 .353

비교군
(N=11)

100.27
(29.74)

106.00
(31.35) 시간*그룹 1.50 .233

Mean(SD), *p<.05 , **p<.01

[그림 12]실제적 적응행동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발달장애아동들의

실제적 적응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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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전체적 적응행동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비교군 발달장애아동의

전체적 적응행동의 변화는 아래 [표 12] [그림 13]와 같다.

[표 12] 전체적 적응행동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4)

206.29
(56.47)

201.43
(63.89)

시간 .270 .609

그룹 .864 .362

비교군
(N=11)

222.00
(69.75)

233.18
(72.17) 시간*그룹 1.73 .201

Mean(SD), *p<.05 , **p<.01

[그림 13]전체적 적응행동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발달장애아동들의

전체적 적응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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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운동 협응력 KTK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군과 비교군

장애아동의 KTK 변화는 아래 [표13]와 같다.

[표 13] KTK의 변화

변인

운동군 (N=14) 비교군 (N=11)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후진균형
16.57
(8.35)

18.00
(8.34)

17.27
(4.29)

18.09
(4.70)

.021 .885

외발뛰기
17.14

(18.18)
21.43

(19.26)
19.18

(10.60)
22.00

(14.46)
.041 .842

좌우뛰기
17.15

(13.56)
24.07

(15.59)
26.55

(19.75)
32.82

(20.92)
.095 .761

옆으로
이동하기

12.64
(9.16)

15.00
(10.04)

15.73
(6.05)

19.00
(8.29)

1.07 .313

종합 KTK
62.50

(45.28)
76.93

(49.94)
78.73

(35.40)
91.91

(43.79)
.060 .809

Mean(SD), *p<.05 , **p<.01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발달장애아동들의

KTK (후진균형잡기, 외발뛰기, 좌우 뛰기, 옆으로 이동하기, 종합

KTK)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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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진균형잡기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비교군 발달장애아동의

후진균형잡기의 변화는 아래 [표 14] [그림 14]와 같다.

[표 14] 후진균형잡기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4)

16.57
(8.35)

18.00
(8.34)

시간 2.55 .124

그룹 .021 .885

비교군
(N=11)

17.27
(4.29)

18.09
(4.70) 시간*그룹 .188 .669

Mean(SD), *p<.05 , **p<.01

[그림 14]후진균형잡기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발달장애아동들의

후진균형잡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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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발뛰기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비교군 발달장애아동의

외발뛰기의 변화는 아래 [표 15] [그림 15]와 같다.

[표 15] 외발뛰기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4)

17.14
(18.18)

21.43
(19.26)

시간 7.34 .013*

그룹 .041 .842

비교군
(N=11)

19.18
(10.60)

22.00
(14.46) 시간*그룹 .313 .581

Mean(SD), *p<.05 , **p<.01

[그림 15]외발뛰기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발달장애아동들의

외발뛰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9 -

3) 좌우 뛰기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비교군 발달장애아동의

좌우 뛰기의 변화는 아래 [표 16] [그림 16]와 같다.

[표 16] 좌우 뛰기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3)

17.15
(13.56)

24.07
(15.59)

시간 39.15 .001**

그룹 1.64 .213

비교군
(N=11)

26.55
(19.75)

32.82
(20.92) 시간*그룹 .095 .761

Mean(SD), *p<.05 , **p<.01

[그림 16]좌우 뛰기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발달장애아동들의 좌우

뛰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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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옆으로 이동하기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비교군 발달장애아동의

옆으로 이동하기의 변화는 아래 [표 17] [그림 17]와 같다.

[표 17] 옆으로 이동하기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4)

12.64
(9.16)

15.00
(10.04)

시간 19.08 .001**

그룹 1.07 .313

비교군
(N=11)

15.73
(6.05)

19.00
(8.29) 시간*그룹 .505 .485

Mean(SD), *p<.05 , **p<.01

[그림 17]옆으로 이동하기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발달장애아동들의

옆으로 이동하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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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KTK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비교군 발달장애아동의

종합 KTK의 변화는 아래 [표 18] [그림 18]와 같다.

[표 18] 종합 KTK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4)

62.50
(45.28)

76.93
(49.94)

시간 29.21 .001**

그룹 .776 .388

비교군
(N=11)

78.73
(35.40)

91.91
(43.79) 시간*그룹 .060 .809

Mean(SD), *p<.05 , **p<.01

[그림 18]종합 KTK의 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발달장애아동들의 종합

KTK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52 -

제 4 절 부모 심층 면담 및 관찰일지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후 자녀와 함께 직접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운동군 부모들과 심층면담은 통해 그들이

경험하고 관찰한 자녀들의 적응행동과 협응력 및 운동발달을 비롯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부모참여의 의미를 탐색하여 양적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질문 내용을 선별 및 수정하고,

장애아동 체육 프로그램을 수년간 운영해온 특수체육 전문가 3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기기를 통해 녹음하였으며, 면담 후 수집된 녹음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전사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 [표 19]과 같다.

[표 19] 면담 질문 내용

 면담범위 면담 내용

적응행동
-자녀의 적응행동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수중운동이 사회성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중운동

-자녀가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능력의 향상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향상되었습니까?
-수중운동이 자녀의 건강을 비롯한 운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상호작용

-수중운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상호작용을 통해 평소 모르던 자녀의 새로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 이였습니까?

부모참여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부모참여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부모참여 시 부모의 역할은 어떠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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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중운동에 참여하는 부모와 교사 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활동관찰일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첫 주 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관찰일지를 부모에게 나누어 주어 다음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작성

완료 후 교사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8주간 진행되었다. 활동관찰일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표 20]과 같다.

[표 20] 활동관찰일지 구성 내용

 구성 구성 내용

활동 내용 아동의 수업참여 수준, 컨디션, 흥미정도

느낀점 아동을 지도하며 새로 알게 된 점

교사에게 전하는 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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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활동일지

프로그램초기 프로그램 후기

40% 정도 지시 사항에 따라함 80%정도 지시 사항에 따라함

지시사항을 따라하는 수준이 낮음
연속동작은 따라하지 못하지만

구분동작은 잘 따라함
수영장을 불안해하며

수동적으로 움직임

오늘도 “수영장 가야지” 하면 알아서

옷을 입고, 준비물을 챙김

1. 적응행동의 변화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 후 자녀의 적응행동에 대한

변화를 면담과 관찰활동일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발달장애아동의

특성과 단기 프로그램의 실시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었지만,

개념적 적응행동의 하위 요소인 언어 표현과 이해 및 자기 지시, 사회적

적응행동의 하위 요소인 대인관계와 규칙과 법, 실제적 적응행동의 하위

요소인 자조기술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1) 개념적 적응행동의 변화 : 언어이해, 언어표현, 자기지시

“동작들을 지시하면 아이가 곧 잘 이해해요. 그리고 요즘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애가 가끔씩 해요. 내가 말하는 단어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언어의 이해와

표현이) 좋아진 거죠.” (부모 6)

“(수영장에) 간다고 하면 미리 가방 자기가 준비해서 들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빨리가자‘고 불러요.” (부모 2)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 8)

[표 21] 개념적 적응행동 관찰일지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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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활동일지

프로그램 초기 프로그램 후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함
또래 모임의 목표가 자신의 목표보다

우선 한 다는 것을 점점 알려고 함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행동함

차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같음

인식하게 하여,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 또는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언어적·비언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지시의 이해와

표현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가 직접 하는 지시보다

애착 관계가 형성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하여 자녀의 지시 이행 능력과 자기 지시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사회적 적응행동의 변화 : 사회성 일반, 대인관계, 규칙과 법

“예전에는 지시를 하면 강하게 했어야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와 저하고 둘 만의

스킨쉽도 많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화를 내지 않고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수긍하는 점이 바뀌었어요. 제 말을 더 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중략)····사회성이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자신의 일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손 안 가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미리 알아서 짐 챙겨서 기다리기도 하고.”

(부모 5)

“한두 번 얘가 (다른 친구의 상동행동 때문에) 그 친구랑 좀 멀어졌거든요. 그 애가

오면 멀리 가고,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수영하면서 같이 있으니까 안 피하더라고요.

그런 (대인관계)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부모 2)

“자기 순서를 기다리거나, 옷 갈아입을 때도 다른 사람 만지지 말라는 지시라던가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부모 6)

[표 22] 사회적 적응행동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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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강함
횟수가 늘 수록 자신의 놀이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임

혼자 제 멋대로 놀려고 함
선생님, 친구들, 수중운동 진행

순서에 대하여 인지가 익숙해짐

관찰·활동일지

프로그램 초기 프로그램 후기

탈의/착의 시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돌아다님

수영장 내의 활동, 샤워 지도 후

스스로 하는 행동이 하나씩 늘고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른 영역보다 사회적 적응행동에 더

큰 관심을 나타냈다. 수중활동 중 단체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의 개선을

비롯하여, 수영장이라는 상황에서 환경적인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의 습득을 대답해 주었다. 이는 사회의 규범 및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들이 늘어났고, 부모가 자녀와 사회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며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상황으로 연계되어 적절한 적응행동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3)실제적 적응행동의 변화 : 화장실 이용, 옷 입기

“옛날에는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항상 가슴 밑으로만 물을 받았거든요. 정면으로는

못 받고, 등 쪽으로만 받고 그랬는데, 머리를 감길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요즘은

예전보다 잘 참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좋아진 것 같아요.” (부모 1)

“대소변을 못 가리는데, 여기 와서는 소변이 마려우면 참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소변을 보고오는... 그런 규범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부모 4)

“아무래도 수영장에 와서 스스로 옷을 벗고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소변보고 옷

벗고 샴푸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교육과정이 있었으니깐, 그런 것은

앞으로 제가 교육하기에 따라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모 3)

[표 23] 실제적 적응행동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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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화장실 가는 횟수 3회 이상 화장실 가는 횟수 1회

샤워 시 하나 하나 지도가 필요함
머리감기, 드라이, 면봉사용이 루틴화

되어 감

전적인 부모 의존도가 높음

언어적 도움이 필요하나 옷 갈아입기,

정리하기, 씻기 등

비교적 많이 향상됨

수중운동 프로그램 전·후에 필요한 신변자립 교육의 반복과

수중활동을 통한 물에 대한 공포심에 극복으로 인해 샤워와 같은 자조

기술의 향상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모의 반복적인 교육과 도움으로

실제적 적응행동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롤-모델로서 실제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자녀들이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수중운동의 효과

8주간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 후 수중운동의 효과를

면담과 관찰활동일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면담을 통해 수중운동

효과의 장점과 수중운동이 자녀의 운동발달을 비롯한 심리적인 향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이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하다보면 자꾸 몸을 움직이니까 자기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동작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몸이 아무래도 유연해지고 뻣뻣한 그런 느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조금 더. 그러니깐 강직이 조금 풀렸다고 그래야 될 까..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부모 8)

“실 외에서 하는 운동인 경우에는 관절에도 많이 무리가 가고. 애가 너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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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활동일지

프로그램 초기 프로그램 후기

물에 대한 두려움이 / 호흡 불안
물을 2,3번 먹었는데 놀라지 않고

적응을 잘 함

신체적으로 협응이 안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음

누워서 발차기는 제법 양발이

협응하며 긴 거리를 차며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임

걸을 때 뒤꿈치를 들고 걸음
자세가 교정되고, 보행에 있어 좀 더

부러워 짐

겨우 몸을 판을 부착하고

떠 있는 정도임

혼자 발 차기, 방향전환도

자유자재로 해서 놀람

운동을 오래

지속해서 하지 못함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덜 감,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음

물을 엄청 무서워하고

발이 떨어지면 활동하기 어려워 함

물에서 좀 더 자유롭게 몸을 사용할

수 있음

하는데, 물속에서는 애가 한 시간씩 놀아도 전혀 힘들어하지를 않아요···(중략)····다리

힘도 많이 좋아지고요. 중심 잡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저희 집이 언덕 근처에

있는데, 그 위로 올라 가는데, 곧 잘 올라가더라고요.” (부모 7)

“한발 들고 뛰는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 하더라고요. 균형을 잡는거, 발란스

같은게 좋아진거 같아요. 물속에서의 행동이 지금 더 자연스러워졌고 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최소한 물 속에서 자기 혼자 다니고,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운동능력도

좋아졌어요.” (부모 1)

“눈에 띄게 좋았던 건, 공을 주고받고 하던 거요. 평소에 농구공을 골대까지 못

던져요. 기술이 부족해서...근데 수중운동에서는 골대가 저기 멀리 있는데도 던지는

거예요.” (부모 4)

[표 24] 수중운동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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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보다 협응력을 포함한 체력과

운동발달의 지체와 문제점을 보인다. 면담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가 물에

대한 공포심 극복하고 수중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수중운동을 통해 신체

움직임의 개선이 있었음을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수중환경은 자녀들이

활발하고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자녀들이

관절에 무리를 받지 않고 장시간 동안 신체활동을 하는데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8주간의 수중운동을 통해 전반적인 신체 근력,

유연성, 운동 협응력의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향상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력과 근육 강직과 같은 몸의 부조화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 부모-자녀 상호작용

8주간에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비롯한 정서적 교류에 긍정정인

영향을 끼쳤음을 면담과 관찰활동일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모

중 아버지의 수중운동 참여는 부-자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기회로써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빠들 같은 경우는 바쁘기 때문에 애한테 신경 못 쓰는 아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아빠들이 데리고 와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한 시간 반이라도 같이 하면

호흡이나 유대관계, 친밀성이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부모 2)

“아빠가 같이 참여하고 그러니깐 아이도 더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는지.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게... 아이에 대해서도 많이 좀 느낄

수 있어서 저도 좀 좋고.” (부모 3)

“가장 큰 변화는 우선 아동과의 교감이 많아졌고, 아이에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

하는걸 느껴서 앞으로 계속 체육에 필요성을 느끼네요. (자녀의) 행동이 변화 하는걸

보니까, 서로 장난도 치고... 그만큼 아빠가 편하고 친해진 거죠.” (부모 6)

“주말에 한 시간 몸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엄마한테만 가까웠던 녀석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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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나한테도 오고, 수영 언제 가냐고 물어보고.” (부모 9)

“이제 (아이 나이가) 크니까 학교 다녀오면 대화할 시간도 줄고 스킨쉽도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고...근데 (수중운동)그 시간에는 아이 하나한테만 신경을 쓰고 아이

표정이나 행동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더 가까워졌어요” (부모 5)

“눈길을 주고 시선을 맞추는 것들이 사실 몇 초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부모 7)

[표 25] 상호작용 관찰일지

가족 내의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며, 이후 아동의 사회성,

의사소통, 그리고 인지능력을 발달시키고 적용하고 습득하는 주된

상황을 제공한다. 특히, 바쁜 현대인 중 가정에 유지를 위해 주된 경제적

공급자인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머니보다 적다.

8주간의 수중운동에 자녀와 함께 참여한 아버지에게는 주 1회 제공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신체접촉을 통해 표출되는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의 형성과, 함께 몰입하고 활동하면서 나누는 대화로 인해

부-자 간의 상호작용에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향, 속도, 내용 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관찰·활동일지

아빠와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소통의 방법이

개선되며 수업참여도가 개선되고 있음

아이가 편안히 누워 엄마에게 몸을 맡기며 이완 활동을 함

칭찬을 많이 해 줘야 함을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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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참여의 효과

8주간에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으로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의미와 장점과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한계점이 있었음을 면담과

관찰활동일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자녀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자녀의

특성을 잘 아는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참여는 자녀가 오히려

부모에게 의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저해요소로서 작용하기도 하였다.

(1)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의미와 장점

“부모가 같이하면 ‘이거 따라해 보자’ 시키고 손 한번 더 잡고, 그런 체험적인 면이

좋죠. 아예 안하고 멀리서 ‘너 수영하고 있어, 지켜보고 끝나면 데리고 갈게’ 이거보다는

같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 시간 반 동안 혼자 방치하는 것보다는, 십

분이든 일분이든 뭔가를 좀 더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좋은 거니까요.” (부모 2)

“선생님들의 교육방법 내용을 저희가 많이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주말에

복지관에 가서 자유수영해요. 이제 같이 가서 지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 3)

“학교나 기관에서 배우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배운 것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줘야 애들이 향상이 있는거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들이 함께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 6)

“아이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춰서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중략)···혼자 하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있고. 자녀가 생각만큼 흥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즐긴다는 생각보다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강하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지요.” (부모 8)

“부모가 같이 하니까 아이가 편안하게 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랑 하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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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활동일지

덕분에 아이가 싫어하는 행동, 좋아하는 행동, 통제하는 요령, 돌발예상

행동, 물속 운동 지도 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요령등 노하우로 남게 됨

수중운동을 같이 하면서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음

자녀가 환경에 적응하는데 과거 보다는 부모와 함께 하니 쉽게 적응함

자녀의 교육적 요구와 지원에 더욱 관심이 생김

부모를 모델링 하며 점점 행동이 좋아짐

눈치를 봐서 자유롭게 못 하죠. 자신이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부모가

이해를 하고 기다려 준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부모 4)

[표 26] 부모참여의 장점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프로그램 실시 중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가정으로 교육의 연계는 물론이며 부모가 주교육자로서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내에서 자녀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모는 자녀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며, 자녀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였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자녀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의욕, 자신감과 동기를 북돋아주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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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활동일지

사전 학습이 가능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듬

(2)부모참여의 프로그램의 한계

“물론 저랑 붙어 있으려고만 했어요. 제가 한 80% 정도 한 것 같아요. 급하다 보니

제가 일을 대신 해줬던 것 같아요···(중략)···(아이에게) 항상 욕심이 있지요.. 빨리

했으면 좋겠고, 남들이 하는거면 우리 아이도 금방 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그런

욕심이 순간순간 생겨서 답답했지요···(중략)···최소한 6개월 단위정도로 프로그램이

지속 됬었으면 (자녀가) 상당히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부모 1)

“우리 애들은 한번에 학습이 안 되잖아요. 일 년을 하든 이년을 하든 조금씩

꾸준해야지 (기술이) 느는데, 근데 큰 기대는 안했었거든요. 더군다나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대부분 많이 해주니까.” (부모 2)

“교육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아이가 아니어서요. 오히려 한계만 느꼈어요. 이 아이가

안 되는구나.” (부모 7)

“참여 기간이 조금 더 길었더라면 동작을 따라하고 교육에 익수해 지고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부모 4)

“아이를 통제해야 하는데 잘 안되요. 아이들한테는 부모는 ‘밥’ 이니까, 뭐든 다

해주니까...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어울러 지면 좋을

것 같아요···(중략)···와서 직접 해야 하는데, 나도 좀 서툴고...모르는 내용들을 처음

들어와서 하려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부모 9)

“선생님하고 했으면 신체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섬세하게 잘

해줬을 것 같은데. 저랑 하면 놀이처럼 그냥 즐겁게 하고, 제가 더 즐거웠으니까...”

(부모 5)

“부모에 대한 사전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해 줘야 한다’ 라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 8)

[표 27]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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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 참여하기보다는 부모에 의지하는 수동적인 참여를 함

가족 보다는 선생님의 관심 및 지도가 자녀가 더 흥미로워 하며,

선생님과의 1:1 수업이 아니어서 수업 참여도가 적음

프로그램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특성상 자녀에 대하여 보호적인

성향을 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심을 더욱 강하게 하여

활발한 교육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하며 자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적 관계의 고착을 불러올 수 있다. 부모참여 수중운동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답 해주었다. 또한 부모들에게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교육과 진행 방법이 이루어져야 부모참여의 효과가

극대화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부모가 교사로서 반복적인 교육

제공하고 모델링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적응행동 개선에 긍정적

이였으며, 부모가 주는 심리적 안정은 자녀가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하여 운동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끝으로, 부모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더욱 자세히 알게 되고, 자녀의 교육 방향과 인식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가 이해한 부모참여의 의미와 효과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19]과 같다.

[그림19]부모가 이해한 부모참여의 의미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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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발달장애아동에게 있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인기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개체로서의 성장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과 환경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적응행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전반적인 발달 지체로

오는 지적 능력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과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적응행동을 터득할 기회조차 부족하다(최진영, 2002).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늘 있는 부모가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교사로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역할을 배워

장애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어서 교육기관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상황에서도 교육이 연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한다(한경근, 2004).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모델링 또는 모방하고, 적절한 행동을 습득한다(Bandura, 1977).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의 상호작용 증진에 신체활동이 매우 효과적이며,

부모의 신체활동 참여는 자녀의 사회성뿐만 아닌 운동발달에도 큰 영향

을 미친다(오연주, 2002). 운동발달이 더딘 발달장애아동은 운동 협응력

이 비장애 아동보다 현저히 미흡하고 이는 곧 스포츠 상황과 일상생활

중에도 방해 요인이 된다(홍양자, 1994). 특히, 운동 능력의 발달은 발달

장애 아동이 신체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

며 습득된 운동기술들이 스포츠 상황으로 전이될 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여 사회적 적응행동을 요하기 때문에 운동 협응력의 향상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범권, 노형규,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에게 부족한 사회성과 운동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수중운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모참여라는 교육적 요소

를 적용하였다.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8주간 동안 발달장애자녀

와 그의 부모가 함께 수중운동을 하여 발달장애아동의 적응행동 및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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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는 아래와 같다.

제 1 절 적응행동의 변화

본 연구에서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적용 후 발달

장애 아동의 적응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된 적

응행동 검사지(KNISE-SAB)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실험군은 자녀와 함

께 참여한 부 또는 모가 완성하였으며, 비교군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 측정되었다. 전체적 적응행동의 변화는 운동군과 비교군 모두 시간,

집단, 시간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1.73,

p=.201)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전-사후 평균 비교 결과 부모가 참여한

실험군에서는 전체적 적응행동이 수중운동프로그램 실시 전(206.29) 보

다 실험 후(201.43) 검사에서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히

려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수중운동 비교군에서는 전체적 적응행동이 사

전(222.00)에 비하여 사후(233.18)에 조금 향상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

구와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측정된 적응행동의 변화를 알아본 홍양

자와 강승애(2007), 김혜민 등(2014), 이성복(2014)의 신체활동 중재 연구

에서도 운동군과 중재를 받지 않은 통제군에서 적응행동의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운동군에서 통제군보다 적응행동의 향상이 있어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수중

운동에 참여한 비교군에서도 중재 후 적응행동이 향상하는 경향을 나타

내어 신체활동이 적응행동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선행연구

들의 중재 기간은 평균 16주, 32회기로서 본 연구 중재 기간인 8주, 8회

기는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한 중재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모델링과 지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운동군의 적응행동

의 향상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부모의 기대에 대한 실망감을

들 수 있다. 정인숙(2007)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이며 한국 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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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부모는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 또는 자기만

족의 기쁨을 성취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가 함께 참

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였던 발달적인 변화를 자

녀가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좌절감이 검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

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둘째, 부모-자녀 동반 의존성으로 인한

부모참여 효과의 저해 요소이다. 김현순과 권순항(2010)의 연구에 따르

면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장애자녀에게 지나친 집착, 희생, 과잉보호의

현상은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 발달의 저해 요소라고 제시하고 있다.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부모-자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관

계를 촉진하여 자녀의 발달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역

기능적인 관계는 장애아동의 상태를 호전시키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적응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의 부족이다. 김희규(2006)는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 단순

히 배치함으로써 상호작용과 사회적 수용이 증가되고 일반학생을 모델링

하여 장애학생의 적응행동을 개선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지도, 훈련, 강화를 받지 않으면 행동을 관찰

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행동을 향상

시키려면 구조화된 상황을 제공하고, 특정 행동을 표적으로 삼고 강화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부모참여를 통해 부모를

자녀의 주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사전에 세밀하

고 구체적인 장애아동의 적응행동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적응행동의 개선을 위해 일관되고 꾸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의 교사로서의 역량을 끼치기에는 주 1회, 총 8회

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아동의 적응행동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

양한 신체활동과 조기교육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적인 중재가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장애아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치료시설을 통하여 많은 장애아동에게 적용되도록 구체적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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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인 적응행동 개선 방안과 지원책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운동 협응력의 변화

운동 협응력은 복잡한 스포츠 수행 상황에서 기술 발휘에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고 단순한 일

상생활 동작에도 필요하므로 발달장애아동의 운동발달과 학습에 큰 요소

로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 적용 후 발

달장애아동들의 운동 협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Kiphard와 Schilling이

개발한 KTK(Körperkoordinationstest für Kinder)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운동 협응력의 변화가 그룹과 시간과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F=.06, p=.809) 운동군과 비교군 모

두에서 수중운동 프로그램 중재 후 시간에 따라 유의(F=29.21, p=.001)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조성봉과 배성언(2009), 이필근과 배성언(2007)의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중프로그램에서 KTK를 통해 측정된 운

동 협응력의 향상을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여광응과 한창

욱(2007), 이은경(2002)의 연구 결과에도 수중운동이 지적장애아동과 자

폐성 장애 아동의 운동 협응력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와 같은 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수중운동프로그램 활동 내용은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이동기술과 도구를 사용하는 움직임 활동을 비롯하

여 부력을 활용한 근력 활동, 부유 기구를 이용한 밸런스 운동, 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하는 리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물에 대한 저항을 통

해 신체의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과 수중에서 팔 다리를 움직일 때 물의

저항을 이겨내며 신체를 제어하는 능력과 근육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에

서(Preist, 1999)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동의 운동 협응력 향상

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

는 첫째,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중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부재를 꼽을



- 69 -

수 있다. 수중운동의 중재를 받은 부모참여 집단과 부모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수중운동 처치를 받은 비교집단 모두 시간에 따라 사전-사후

KTK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곧 수중운동이 운

동 협응력 향상에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본 실험에 있어 대상자 모집의

제한점과 한계로 인하여 수중운동 중재를 처치하지 않은 수중운동 통제

집단의 부제가 통계적인 차이를 불러오기에 제한이 되었다. 둘째, 본 연

구에서 부모참여가 발달장애자녀의 운동 협응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수중운동 프로그램의 교사로서의 역량이 매우 중

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서 부모참여는 자녀와 경험

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나아

가 발달장애자녀 교육을 기관과 가정, 사회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신체

활동과 더불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 1회, 90분, 총 8주의 중재 기간은 부모가 직접적인 교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으므로 운동군과 비교집단에 운동 협

응력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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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부모참여의 효과와 부모인식

본 연구는 8주간의 발달장애자녀와 그의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결과로 확

인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프로그램에 직접 참

여하는 과정에서 의미들과 부모가 인식하는 특수체육 상황에서의 부모참

여의 효과를 수치화하여 양적 결과로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부모참여 맥락에서 살핀 사례연구를 통해 부모참여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적응행동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을 바탕으로 부모는

자녀가 모방할 수 있는 대상으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사

회성 및 적응행동을 개선을 도모하였다. 비록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

그램의 양적 결과로 실험 전·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프로

그램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참여는 발달장애자녀의 적응행동 개선에 긍

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개념적 적응행동의 주요소인 언어 이해 및

의사소통 영역에서 애착관계가 형성된 부모-자녀의 상호교류를 통해 지

시와 이행 능력의 향상이 있었고, 공동관심사를 함께 경험함으로써 자녀

의 언어적·비언어적인 표현을 증가시키는 기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부모 개입 중재를 통해 발달장애자녀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배

우고 (Drew, Baird, Baron-Cohen, Cox, Slonims, & Wheelwright,

(2002), 공동관심사와 모방 기술을 증가(Ingersoll & Gergans, 2007) 시

키며, 더불어 어휘 능력의 향상(Park et al., 2011)을 준다는 선행연구결

과와 같은 맥을 띄고 있다. 둘째, 사회적 적응행동의 주요소인 대인관계

와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절한 행동의 대처는 부모의 참여를 통해 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과 또래 간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Laugeson(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의 역할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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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모의 반복적인 지도로 발달장애아동의 또래관계에서 규칙과 예절을

학습하고 친밀도 향상을 통하여 대인관계의 질적인 향상이 있었음을 보

고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적응행동의 향상은

부모가 수영장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

동으로 자녀에게 적절한 적응행동을 관찰 및 학습하게 하였고, 집단 상

황에서 대인관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재자로서의 역

할(Frankle & Myatt, 2003)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실제적

적응행동의 주요인 자조기술은 다른 적응행동보다 더욱 큰 변화가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물에 대한 공포심과 부모의 일관되

지 못하였던 교육으로 인해 자녀들의 샤워, 용변 처리, 몸치장하기와 같

은 자조기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참여 수중운동을

통해 물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여 샤워 시 상동행동 비율이 감소하였

고, 반복적인 교육과 부모의 모델링은 자녀가 자조기술의 과정을 이해하

고 그것들이 루틴화되어 일상생활로 전의 되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는 수중활동이 발달장애아동의 자립능력 및 자조기술 등의

향상을 보고한 Winncik(1995), 김경숙 등(1999)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

된 바와 같다. 특히 발달장애아동 교육에서 부모의 참여는 자녀가 습득

한 기술을 일반화시킴에서도 효과적(Kashinath, 2006)이고 습득된 기술

을 가정과 기관, 사회상황에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줄 수 있

기 때문에 발달장애아동 교육에서 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2) 운동효과

부모참여 수중운동을 통해 발달장애아동의 움직임과 운동발달에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의 한 부류인 뇌성마비아동과 보

행에 어려움을 겪는 레트장애아동의 경우 수중운동이 자세의 교정과 보

행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상 보다는 물속에서의 움직임이

더욱 자유롭고 평소에는 쉽게 하지 못하였던 점프, 달리기, 공을 주고받

는 등의 활동들이 가능하였고, 물속에서 넘어지는 것마저 안전하여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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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발달장애자녀들에게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Fragala-Pinkham(2008)과 정해영과 한민규(2010)의 연구에서도 수중운

동을 통해 발달장애아동들의 건강체력과 운동체력의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듯, 수중운동은 물의 저항으로 인한 근력, 근 지구력, 심폐 지구력

이 강화되고 관절 가동영역 커져 보행과 같은 기능적 부분의 향상이 있

었으며, 물의 부력으로 인한 신체의 중심점을 잡고 양측 신체를 제어하

는 과정에서 평형 능력과 협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주제인 부모참여 측면에서 부모의 신체활동 참여는

자녀의 운동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발달장애아동

이 수중운동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물에 대

한 공포심이 강하여 물속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아동들과 키가 작아 발

이 바닥에 닿지 않는 아동들 같은 경우 부모가 곁에 있는 안정으로 인해

수중환경에 적응하고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었다. 이는 신체접촉을

통한 부모-자녀의 신체활동은 자녀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고(서

귀남, 송영혜, 2004), 수중운동이 장애아동의 정신적·신체적 안점감과 운

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김의수 등, 2006)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

다. 또한 부모의 참여는 자녀의 신체활동을 격려하고 물리적인 기술 전

수를 통해 아동의 운동능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오연주, 2002; 권

민혁, 199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집중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아동들에게 부모의 참여는 수중운동에 대한 흥미와 용기를 북돋

아 주고 동기를 부여하여 자녀가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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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인식

앞서 언급한 발달장애자녀의 변화는 부모의 직접적인 프로그램

참여와 행동 관찰을 통해 진술됐다. 연구자는 부모로부터 관찰되고 부모

가 주관적으로 느낀 자녀의 변화도 의미가 있지만,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모-자녀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자녀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되어졌다. 부모-자녀 상

호작용은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인 것으로써 부모들 또한 프로그램을 통

해 부모참여의 의미와 효과, 자녀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

모 14명 중 아버지는 9명으로 부모참여 연구에서 주를 이루던 어머니보

다 아버지를 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황수진과 하승희(2013)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의 진행과 가정에서의 개연성이 떨어져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된 양육을 도맡아 하던 어머니보다 경제

적 공급자로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던 아버지들

은 연구 참여 후 그동안 알지 못하였던 자녀의 행동, 특성 및 성격 등을

새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주 1

회 90분간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경험하고 호흡함으

로써 부-자사이의 유대관계, 교감, 시선 맞춤의 향상과 개선으로 자녀

이해해 큰 도움이 됨을 언급해 주었다.

모든 부모는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였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교육 지향 방향에 대한 고찰과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 부모참여의 의미에 입을 모았다.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인식의 변화는 부모들이 운동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였을 때 부모들의 인식이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변화되어(Sayers, Cowden & Sherrill, 2002)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부모참여는 부모와 교사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의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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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정에서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발달장애자녀 교육에 중

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An과 Hodge(2013)의 연구에서도 부모는 발

달장애자녀의 생태학적 체계에서 중간 체제로서 자녀의 발달에 핵심 매

개체로 자녀가 다양한 환경 경험과 사회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고,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녀에게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로써 들어나 본 연구의 면담 내용과 같은 맥을 하고 있다.

끝으로 부모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위한 프

로그램에 관련한 세밀하고 정확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을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 교육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세주

등 (2000)의 연구에서도 사전 및 중재 기간 부모교육의 부족, 아동의 협

조 부족, 시간부족의 이유로 교육이 가정으로 연계가 어렵다고 보고하며

부모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과 구체적인 중재 계획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논의들이 유연하게 진행될 때 부모의 참

여가 일시적이고 ‘돌봄’ 형태의 물리적 참여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모-자녀 모두에게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부모가 주된

교사로서 가정에서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아동의 심리, 사회

성, 신체의 건강한 발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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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

동의 적응행동 및 운동 협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

었다. 실험을 통해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첫째, 8주간의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아동의 개념적, 사

회적, 실제적 적응행동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발달장애 아동의

운동 협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8주간의 부모참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간의 상

호작용, 발달장애 자녀의 신체활동,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



- 76 -

제 2 절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제한을 이유로 표본의 수가 많

지 않고 실험 중재를 받지 않은 통제군의 부제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

의 표본과 통제군을 모집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제한을 이유로 무선할당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선할당이 이루어진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제한을 이유로 발달장애 아동

의 방학 기간 중 이루어진 주 1회, 90분, 총 8회기의 짧은 중재 기간으로

진행되어 운동의 효과를 양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운동의 효과를 위해 오랜 중재 기간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넷째,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부모 사전교육을 추

가 보완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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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changes in the

adapted behavior and motor coordination of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by applying 8 weeks of parents participated aquatic exercise

program.

The research subjects were aged in 8 to 14 years ol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 Total of 25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ere conveniently selected from

S province in South Korea. All of selected samples of parent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with their child. Convenient samples of

14 pairs of parent and their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assigned into Parent-Participated Aquatic Exercise (Ex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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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4), whereas 11 individual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ere

assigned into Comparison Aquatic Exercise (ComG) group (n=11) in

absents of parents participation. Both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performed the 90 minutes of aquatic exercise once a week for

8 weeks of period at the swimming pool located in S University.

The KNISE-SAB was used as instrument for measuring

changes in adaptive behavior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KNISE-SAB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 Scales

of Adaptive Behavior) is standardized questionnaire that measures

conceptual, social, and practical adaptive behavior. Also,

KTK(Körperkoordinationstest für Kinder) was used to access gross

motor coordination of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KTK is

composed with 4 tasks which are walking backward on balance

beam, hoping, jumping sideway, moving sideways on boxes. Both of

assessment were us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In addition,

parents’ who were in ExG were asked to record program log for 8

weeks. Further, in-depth interview with parents who were in ExG

was held after the intervention. The purpose of program log and

interview was to collect qualitative data to support quantitative data.

For the quantitative statistical analysis,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was performed using Windows SPSS 23.0 program.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p＜.05. The qualitative

data processing passed the content analysis to find the pattern and

the topics from the documented log and interview contents that are

accorded to research problems.

First, the changes in conceptual, social, practical, and total

adaptive behavior did not represent the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It was observed that slight decrease in ExG, whereas

slight increase in ComG. Second, the changes in motor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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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 which were walking backward on balance beam, hoping,

jumping sideway, moving sideway on boxes and total KTK did not

represent the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It was observed that

both groups had tendency of enhanced level of motor coordination

after the intervention.

However,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 the benefits and positive

affects of parent participation in aquatic exercise for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ere founded. The role modeling of parent

initiated child to learn adaptive behavior. Also, participation of parent

provided physic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omfort to child in

unfamiliar environment such as swimming pool which lead child to

exercise in efficient way and practice motor skills. Last but not least,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parent to understand a need of child.

In conclusion, due to several critical limitations such as having

no control group, difference in level of disability, short period

intervention, and small number of participant did not represente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intervention. However, qualitative research

data supports the improvement in adaptive behavior and motor

coordinat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continuation of education from facility to home enhanced the

effectiveness of parent participated program as parent understands

and experience educational needs, learning and applying valid teaching

method for their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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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학교분류(O) 학교유형(O) 장애 유형

성별 일반학급 유치원

생년월일 특수학급 초등학교

측정인 특수학교 중학교

지역 미진학 미진학

부 록

1. 적응행동 검사지

KNISE – SAB (Korean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 Scales of Adaptive Behavior)

KNISE-SAB 는 우리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생활양식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이용하

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적응행동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적응행동 검사입

니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하여 일반학생은 물론, 장애학생 집단의

규준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적응행동 검사입니다.

검사지 작성 안내

검사순서

◦ 개념적 적응 행동검사

◦ 사회적 적응 행동검사

◦ 실제적 적응 행동검사

검사시작

◦ 모든 검사는 소검사의 1번 문항부터 시작합니다.

◦ 1번 문항부터 차례대로 진행하다가, 3개 문항을 연속해서 수행하지 못하는 (0점) 경

우, 해당된 소검사 영역 검사를 중지하고(이후 모두 0점 처리), 다음 소검사를 실시합니

다.

채점 원칙

◦ KNISE-SAB의 모든 문항은 0, 1, 2, 3점의 4단계 척도에 의해 채점합니다.

◦ 각각의 문항에 대해 3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하면 0점, 1번 수

행하면 1점, 2번 수행하면 2점, 3번 모두 수행하면 3점으로 채점합니다.



- 88 -

개념적 적응행동 - 언어이해

평점
문항

0 1 2 3

01 ‘~하고 있어’ 라는 말을 알아 듣는다.

02 물음에 ‘예 (응), 아니오 (아니)’로 대답한다.

03 ‘이게 뭐지?’하는 질문에 물건 이름을 댄다.

04 주어진 두 가지 지시를 차례로 행한다(예: 가방 걸고 책 꺼내요).

05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06 ‘누가 ~하고 있지?’라는 질문에 한 단어로 대답한다.

07 가장 많은 / 가장 적은 양을 가리킬 수 있다.

08 ‘조금’, ‘많이’, ‘여러 개’를 구분한다.

09 세 가지 연속된 언어적 지시를 따른다.

10 농담을 듣고 상대방이 웃을 때 같이 웃는다.

11 ‘멀리’, ‘~로부터’, ‘~로’등 위치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이해한다.

12
년, 월, 일, 시간 등을 나타내는 용어와 관계를 이해한다. (O시 O분, O월, O

일).

13 미완성의 문장을 주면 완성한다(예:내 생일 되면....).

14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전한다.

15 방송으로 들은 정보를 이해한다.

16 추상적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17 속담의 의미를 이해한다(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18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대화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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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적응행동 - 언어표현

평점
문항

0 1 2 3

01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한다.

02 ‘~할 거야’, ‘~하고 싶다’ 등의 표현을 한다.

03
주어와 서술어로 된 흩문장을 사용하여 말한다 (예: 친구가 간다, 아기가 운

다).

04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의사 표현을 한다.

05 높임말을 사용한다.

06 거절하는 의사를 언어로 표현을 한다.

07 과거형으로 표현한다 (예: ~했어, ~갔어 등).

08 ‘왜’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답한다.

09 ‘언제’, ‘누가’등의 의문부사로 시작하는 질문을 한다.

10 ‘이. 저. 그’ 등의 지시 관형사를 사용한다.

11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답한다.

12 가족 소개를 한다.

13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14 겹문장으로 말한다 (예: ~ 때문에 아기가 아파).

15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말한다.

16 축하나 위로의 표현을 한다.

17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방법을 설명한다.

18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묻고 스스로 사용한다.

19 ‘왜나하면’, ‘그렇지만’과 같은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말한다.

20 어조, 말의 속도, 고저, 장단 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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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적응행동 - 읽기

평점
문항

0 1 2 3

01 표지판을 보고 남녀 화장실을 구분한다.

02 숫자를 구분하여 필요한 숫자를 찾는다(예: 1권, 3월 등).

03 메뉴를 보고 원하는 음식을 주문한다.

04 가격표를 보고 상품의 금액을 안다.

05 안내문을 읽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06 광고문을 읽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07 도로의 안내판을 보고 목적지를 찾는다.

08 간단한 기구나 약품의 설명서를 읽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09 책이나 잡지를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10 버스와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는다.

개념적 적응행동 - 쓰기

평점
문항

0 1 2 3

01 글자를 보고 쓴다.

02 간단한 도형을 보고 그린다.

03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쓴다.

04 간단한 카드나 편지를 쓴다.

05 전화나 지시내용을 정확하게 메모한다.

06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07 상품 주문서를 바르게 작성한다.

08 이력서를 바르게 작성한다.

09 은행 입출금 전표를 바르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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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적응행동 - 돈개념

평점
문항

0 1 2 3

01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을 구분한다.

02 1,000원, 10,000원 지폐를 구분한다.

03 물건 값을 정확히 지불한다.

04 지폐를 같은 값의 다른 지폐나 동전으로 바꾼다.

05 가격표를 보고 금액을 비교한다.

06 거스름돈을 확인한다.

개념적 적응행동 - 자기지시

평점
문항

0 1 2 3

01 문제 발생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판단한다.

02 주어진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03 과제를 도움 없이 끝까지 해결해 낸다.

04 과제를 수행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한다.

05 과제 수행에 자신의 감정을 활용한다.

06 수행해야 할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상황에 맞게 결정한다.

07 계획한대로 과제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획을 수정하는 융통성이 있다.

08 과제를 수행한 후에 잘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점검한다.

09 과제가 주어지면 먼저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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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적응행동 – 사회성 일반

평점
문항

0 1 2 3

01 ‘싫다’고 말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한다.

02 좋아하는 음식을 달라고 하거나 장난감을 찾는다.

03 또래와 같이 놀기를 좋아한다.

04 친구와 함께 장난감을 나누어 가지고 사이좋게 논다.

05 불편한 점이 있으면 부모(보호자)에게 말한다.

06 상대방의 목소리나 표정을 보고 적절하게 행동한다.

07 상대방이 요구하는 행동을 한다(예: 친구가 놀자고 하면 함께 논다).

08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난감을 주면 스스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09 상대방 (성인, 또래)에 따라 행동이나 말을 다르게 한다.

10 게임이나 놀이의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사회적 적응행동 – 놀이활동

평점
문항

0 1 2 3

01 장난감을 불어 소리를 낸다.

02 곤지곤지. 잼잼 등의 동작을 따라한다.

03 혼자 인형을 가지고 논다.

04 빈 잔으로 물을 마시거나 빈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흉내를 낸다.

05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는 흉내를 낸다.

06 작동 장치를 누르거나 돌려서 움직이는 장난감을 작동한다.

07 1~2명의 또래와 어울려 논다.

08 또래들이 하는 놀이에 참여한다.

09 인형을 가지고 흉내를 낸다(예: 재우기, 세수하기 등)

10 인형 등을 가지고 상징놀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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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적응행동 – 대인관계

평점
문항

0 1 2 3

01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한다.

02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준다.

03 또래들이 수용해 주는 방법을 찾는다.

04 다른 사람과 사교적인 대화를 한다.

05 상대방에 따라 적절히 상호작용 방법을 바꾼다.

06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

07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하지 않는다.

08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옳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09 다른 사람의 차별 대우에 항의한다.

10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적응행동 – 책임감

평점
문항

0 1 2 3

01 약속을 지킨다.

02 남이 어려워하면 도와준다.

03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파악한다.

04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한다.

05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

06 해야 하는 일은 싫어도 한다.

07 자신의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없다.

08 남의 일을 자신이 떠맡아 하는 경우가 있다.

09 전체를 위해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도 한다.

10 일의 결과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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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적응행동 – 자기존중

평점
문항

0 1 2 3

01 남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는다.

02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고 믿는다.

03 자신이 남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믿는다.

04 남이 자신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05 자신에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06 남이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07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다.

08 자신이 하는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09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회적 적응행동 – 자기보호

평점
문항

0 1 2 3

01 칭찬받을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잘 구분한다.

02 남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03 다른 사람이 자신을 놀리면 적절히 대응한다.

04 상대방의 의도를 재빨리 알아차린다.

05 잘못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06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한다.

07 남이 전가하는 책임을 지는 일이 없다.

08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면 적절히 변호한다.

09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면 반드시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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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적응행동 – 규칙과 법

평점
문항

0 1 2 3

01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02 남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03 남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04 아무리 급해도 차례를 기다린다.

05 교통 법규를 준수한다.

06 상황이 달라져도 늘 지키던 규칙을 지킨다.

07 정해진 일과를 지킨다.

08 약속은 꼭 지킨다.

09 자신이 불리한 경우에도 규칙을 지킨다.

10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다수의 결정을 존중한다.

실제적 적응행동 – 화장실 이용

평점
문항

0 1 2 3

01 변기 밖으로 흘리지 않고 용변을 본다.

02 일정한 시간에 변기에 앉히면 3분 이상 앉아 있는다.

03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우면 스스로 화장실을 찾아 간다.

04 용변을 본 후 물을 내린다.

05 스스로 대, 소변을 본다.

06 화장실을 이용한 후 스스로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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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적응행동 – 먹기

평점
문항

0 1 2 3

01 빨대를 이용해 음료수를 마신다.

02 두 손으로 그릇을 잡는다.

03 숟가락을 한 손으로 바르게 쥔다.

04 캔 음료수를 흘리지 않고 마신다.

05 포크를 한 손으로 바르게 잡고 음식물을 찍어 먹는다.

06 밥 종류를 흘리지 않고 떠 먹는다.

07 컵에 물을 부어 마신다.

08 국 종류를 흘리지 않고 떠 먹는다.

09 젓가락을 쥐고 음식물을 집어 먹는다.

10 젓가락질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실제적 적응행동 – 옷 입기

평점
문항

0 1 2 3

01 지퍼의 중간부분을 올리고 내린다.

02 단추를 풀 수 있다.

03 속옷과 겉옷을 구분하여 속옷은 먼저 입는다.

04 신발의 좌우를 구별하여 신는다.

05 단추를 끼울 수 있다.

06 상의의 앞과 뒤를 구분하여 입는다.

07 지퍼 달린 상의와 하의를 입고 벗는다.

08 단추 달린 상의와 하의를 입고 벗는다.

09 후크가 달린 바지를 입고 벗는다.

10 양말의 색, 모양,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짝 지어 신는다.

11 벨트가 달린 바지를 입고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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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적응행동 – 식사준비

평점
문항

0 1 2 3

01 혼자 그릇을 깨끗이 닦는다.

02 혼자 간식을 챙겨 먹는다.

03 혼자 식탁을 차린다.

04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

05 혼자 커피나 차를 끓여 먹는다.

06 혼자 밥을 해 먹는다.

07 혼자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

실제적 적응행동 – 집안정리

평점
문항

0 1 2 3

01 흩어진 물건을 정리한다.

02 자신의 의류와 침구류를 정리한다.

03 TV,오디오 등의 전자제품을 올바르게 조작한다.

04 집안을 간단히 청소한다.

05 파리, 모기약을 사용한다.

06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을 올바르게 조작한다.

07 잔디나 화초에 정기적으로 적당량의 물을 준다.

08 냉, 난방기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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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적응행동 – 교통수단 이용

평점
문항

0 1 2 3

01 교통기관의 종류를 구분한다.

02
항상 이용하는 교통기관 (버스, 지하철, 기차등)의 교통비를 혼자 지불한다

(교통카드 포함).

03 항상 이용하는 교통기관에서 승하차를 스스로 한다.

04
항상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승차장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을 혼자서 찾아

간다.

05 혼자 택시를 이용한다.

06 교통기관을 이용하여 스스로 익숙한 목적지 (학교, 집 등)에 간다.

07 교통기관 내에서 스스로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08 교통기관의 노선을 파악하여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간다.

실제적 적응행동 – 진료받기

평점
문항

0 1 2 3

01 몸이 아프면 아픈 곳을 지적한다.

02 의사의 진찰에 적절하게 응한다.

03 의사의 처치를 위한 지시에 잘 따른다.

04 몸이 아픈 증상을 설명한다.

05 약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한다.

06 약품을 용도 및 용법에 맞게 이용한다.

07 약품을 바르게 관리한다.

08 혼자 간단한 응급 처치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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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적응행동 – 금전관리

평점
문항

0 1 2 3

01 돈을 잘 보관한다.

02 상품의 가격을 정확히 계산한다.

03 용돈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04 돈을 계획적으로 지출한다.

05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한다.

06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관리한다.

07 통장의 입출 금액을 정화하게 관리한다.

08 이율 등을 계산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실제적 적응행동 – 통신수단 이용

평점
문항

0 1 2 3

01 전화나 휴대전화를 받고 묻는 말에 답을 한다.

02 전화나 휴대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필요한 대화를 나눈다.

03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필요한 전화번호를 찾는다.

04 전화나 휴대 전화의 음성녹음 혹은 문자메세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05 전화번호부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06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메일을 주고받는다.

07 전화나 인터넷에 필요한 전화번호나 주소를 관리한다.

08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09 비상시 긴급 전화나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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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적응행동 – 작업기술

평점
문항

0 1 2 3

01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나 작업재료를 요구한다.

02 지시된 작업 내용을 이해하고 혼자서 수행한다.

03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규칙을 지키며, 작업에 응한다.

04 작업이 잘 되지 않았다고 지적할 때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05 작업의 오류를 지적 받으면 곧바로 수정한다.

06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끝내도록 요청하면, 그대로 따른다.

07 혼자서 못이나 나사못을 박거나 뺀다.

08 특정 작업에서 요구되는 작업을 적절한 속도로 수행한다.

09 작업의 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수정한다.

10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만족한 부분을 보고한다.

실제적 적응행동 – 안전과 건강관리

평점
문항

0 1 2 3

01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02 음식을 먹기 전에 뜨거운지 입에 대보고 확인한다.

03 몸을 다쳤을 때 급히 부모(보호자)에게 간다.

04 전기나 전열 기구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05 배가 너무 부르지 않게 양을 조절해서 먹는다.

06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07 강가나 공사장 같은 위험한 곳에서 놀지 않는다.

08 건널목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넌다.

09 기온과 날씨에 따라 옷을 골라 입는다.

10 자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1 자기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안다.

12 도난 방지를 위한 문단속을 잘 한다.

13 신변이 위협에 느낄 때 구조를 요청한다.

14 위험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15 혼자 손톱이나 발톱을 깎는다.

16 병의 증상에 따라 병원을 선택하여 이용한다.

17 유효기간을 파악하여 물건을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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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신장(cm) 측정일

측정인 체중(kg) 연령 세 개월

높이(cm)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합계

오른발

왼발

총합계

2. KTK(Köperkoordination Test für Kinder) 검사지

1.후진 균형잡기 (연습 : 각 평균대별로 1회 전진 및 1회의 후진)

*한 걸음 : 1점 / 총 8점 획득 가능

평균대 폭 1회 2회 3회 합계

6.0 cm

4.5 cm

3.0 cm

총 합 계

2.외발 뛰기 (연습 : 왼발, 오른발 각각 2회)

*첫 번째 성공 : 3점 /두 번째 성공 : 2점 / 세 번째 성공 : 1점

3. 좌우 뛰기 (연습 : 5회 좌우 뛰기)

4. 옆으로 이동하기 (연습 : 5회 이동)

1 + 2 + 3 + 4 =

회 1 2 합계

점프횟수

회 1 2 합계

이동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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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관찰일지

활동 일시 아동 이름

활동 내용 
(아동의 수업참여 수
준, 컨디션, 흥미
정도 등)

느낀점

(아동에 대해 부모님
이 새로 알게 된 점, 
힘들었던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
요.)

교사에게 
전하는 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가설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발달장애 
	제 2 절 사회학습이론  
	제 3 절 부모참여 
	제 4 절 수중운동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제 2 절 연구 설계 
	제 3 절 측정 도구 
	제 4 절 운동 프로그램 
	제 5 절 자료처리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동질성 검정 (독립 T 검정) 결과  
	제 2 절 적응행동의 변화  
	제 3 절 운동 협응력 KTK의 변화  
	제 4 절 부모 심층 면담  

	제 5 장 논의 
	제 1 절 적응행동의 변화  
	제 2 절 운동 협응력의 변화  
	제 3 절 부모참여의 효과와 부모인식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제 2 절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