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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dapted Golf Program 참여가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및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임     상      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주요어 : 지적장애, Adapted Golf Program, 시지각, 주의집중

학  번 : 2015 - 21672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을 적용함으로써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및 주의집중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A시와 B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이며 운동군과 통제군 총 27명을 모집하였다. 이 중 3명은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학생이지만 지적장애도 동반하고 있으며, 또

다른 3명은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이다. 대상자

모두 특수학급에 편성되어있으며, 교육을 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중재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되는 골격계 질환 혹은

신경손상이 없는 자로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의 보호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측정 방법,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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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운동군은 S 고등학교 테니스

코트와 작은 숲 속에서 6주간 총 24회, 70분씩 실시된 Adapted Golf 

Program에 참여하였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시지각 발달을 검사하기 위해서 한국판 시지각

발달 검사도구-청소년용(K-DTVP-A)을 사용하였으며, 주의집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Interactive Metronome(IM) 도구를 사용하였다. 모든

변인들의 측정은 운동 전과 운동 후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자료

처리는 Windows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시지각 발달 하위영역인 따라그리기, 시각-운동 탐색, 시각-

운동 속도는 시각 능력에서 운동능력 개입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 따라그리기를 제외한 시각-운동 탐색, 시각-운동 속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세 하위영역의 종합척도인

시각-운동 통합 지수(VMII)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반면, 시지각 발달 하위 영역인 도형-배경, 시각 통합, 

형태항상성은 시각 능력에서 운동능력 개입을 최소로 요구하는 능력을

말한다. 도형-배경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시각

통합과 형태항상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세 하위영역의 종합척도인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MRPI)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각-

운동 통합지수(VMII)와 운동-감소 시지각지수(MRPI)에 대한

종합지수는 우리가 흔히 ‘시지각’이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일반적 시지각 지수(GVPI)라고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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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p<.01). 둘째, 주의집중의 변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Adapted Golf Program 참여가 지적장애 학생들의

주의집중에서는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으나, 시지각 발달에

효과적이었음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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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움직임은 환경으로부터 정보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합하는

복잡한 정보 전달체계를 통해 발현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보전달

체계의 종류에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들을 통합하여 움직임을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Payne &

Isaacs, 2012). 움직임 생성에 필요한 정보 통합과정에서 약 80%는

시각에 의해 처리되며(김청자 외, 2007), 시각을 통해 정보들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해 내는 과정을 시지각(visual 

perception)이라고 한다(Magill, 1990; Reeve, Mackey, & Fober, 

1986). Frostig(1961)는 시지각을 환경으로부터의 시각적 자극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식별하며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적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체되어있는

특징을 지진다(김남순, 2010). 최범권(2010)은 지적장애 학생이

소근육과 대근육, 민첩성, 균형성을 포함한 운동발달능력이 지체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하는 지각-운동

능력은 지적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뒤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여광응, 1992). 이로 인해 지적장애 학생들은 눈-손 협응을

이용한 단순한 움직임으로부터 고도의 세밀함을 요구하는 운동수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신체를 이용한 모든 움직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지각은

유아기에 급속하게 발달한다. 하지만 시지각 발달이 지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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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나 학업 또는 과업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 혹은 관계, 

크기, 모양, 색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보인다. 이로 인해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기 쉽다(여광응, 1987). 

이에 최수희(2013)는 유아기에 시지각 발달이 지체되면, 향후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하며 시지각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경주(2010)는

지적장애 아동은 시지각 발달의 지체로 인해 학습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형성되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전반적인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지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강희정과 김영일(2006)은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발달 지체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주의집중이라 보고하였고, 다수

선행연구들(안봉철, 2002; 양영미, 2003; 원양은, 2013)에서 주의집중

문제는 시지각 능력의 결함으로부터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시지각 능력과 주의집중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상황에서 요구하는

주의집중은 여러 감각 처리 경로를 통해 개인에게 들어오는 수 많은

자극들 중, 적절한 자극을 선택하고 지속하며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사항에 대한 수행 능력을 말한다(조수철, 2001). 조인수(2009)는

지적장애 학생이 학업성취와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인 삶, 지역 및 사회

환경 내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초학습능력을 습득

해야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 사물이나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달 영역에서 지체를

보이는 지적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에 비해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보이며, 주의집중 지속시간이 짧아 한 번에 여러 자극에 대한 능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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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최중옥 외, 2004). 이로 인해 지적장애

학생들은 학업성취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Gallagher(1960)은 지적장애 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주의 역량과 호기심이 증가하지만 집중력과 지속력이 부족하여 학업성취

및 학습효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여광응(1997)은 지적장애 학생의 주의집중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김홍주(2005)는 지적장애 학생들은

학습을 함에 있어 주의가 산만하고, 지속력이 짧으며, 자발적인 참여에

제한이 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조미현(2012)은 신체활동은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 시키고

움직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주며 활동에 대한 집중력을 자극시켜,

과제에 대한 수행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며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수 연구들은 신체활동과 스포츠 참여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들의 시지각 발달(장윤철, 2014; 이연기, 2013; 김인, 

2015)과 주의집중(김병식, 2015; 김준석, 2015; 권소저, 2011; 김종규, 

2015)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체활동과 스포츠 종목 중, 골프는 클럽을 이용하여 정지된 공을

이동시켜 고정되어 있는 원거리 목표물 안으로 집어넣는 운동이며

(도재현 외, 2006), 나이·체력·기술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또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클럽으로 공을 맞추기 위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박영민, 2005). 골프는 방향과 거리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처리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과 홀 사이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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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지각해 내는 능력이 중요하다(Vicker, 

1996). 이종민(1999)에 의하면, 골프 수행은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지각해 내는 능력이 향상되고 주의집중력도 향상되며 체력과

인내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표적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도재현 외, 2006; 

김성배 외, 2009). 

현재까지 골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엘리트선수 혹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력 향상을 위한 동작 분석, 심리요인 분석

및 적용, 사회적 관계(허남양, 2000; 황진철, 2013; 심태용, 신성휴, 

오승일, & 문정환, 2004; 김명선, 2004; 강성구 & 최재원, 2003) 등을

규명하고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이처럼 골프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수의 선행 연구(김한별, 2010; 박병국 & 강대성, 2012)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골프 프로그램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와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더구나, 지적장애

학생에게 골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지각과 주의집중의 변화를 규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골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자폐성 장애인의 상동행동에 관한 연구로서

신원석(2008)의 연구를 일례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 장애인 학생들에게 변형된 골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지각과 주의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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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6주간 70분씩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가

지적장애 학생들의 시지각 및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능력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Adapted Golf Program의 참여가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Adapted Golf Program의 참여가 지적장애 학생의 주의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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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와 I시 내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학생으로

제한했다.

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체격 및 체력조건과 유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3)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식이 섭취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4) 본 연구에서 실험기간 중 대상자의 중재프로그램 외 신체활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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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지적장애

1) 지적장애의 개념

지적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 또는 불완전하며,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 적응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다(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016). 1945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신박약(Mental deficiency,)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그리고 지적열약(Mental 

subnormality)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할 것을 제창하였고,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에서

역시 이 세 가지 명칭을 동의어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2010년

‘미국정신지체협회’의 명칭이 ‘미국 지적∙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로 변경된

후, 제 11차 정의 체계에 따라 위 세 가지 용어는 장애를 개인만의

문제로써 바라보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는 곧 개인의 존엄성 훼손과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과 주변환경의 모든

범주를 포함한 ‘지적장애’로 변경하였다(송준만 외, 2012). 우리나라

역시 2007년 10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용어를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변경하였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행한

DSM-5에서는 지적장애를 발달 경과 동안 지적 기능 및 적응 기능에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인 영역에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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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따라서, 지적장애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계획 능력, 추상적 사고력, 판단력, 

학업 습득 능력과 같은 지적인 기능에서의 결함이 임상적 평가와

표준화된 개인 지능 검사를 통해 확인 되어야 한다. 둘째, 적응 기능의

결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독립,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발달적 기준과

사회 문화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적응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활동 즉, 의사소통, 사회 활동 참여

및 가정, 학교, 직장과 지역 사회 등에서 독립적 생활에 어려움을

보인다. 셋째, 지적 결함 그리고 적응 기능의 결함이 발달 기간 동안

발생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2) 지적장애의 분류

지적장애를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분류체계들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적 수준이나 지원서비스의 정도, 행동양식, 인과 관계

등을 반영한 분류 방식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최승권 외, 2015). 

2001년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CD-10)와

미국정신의학회(APA)의 DSM-4(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는

지적장애를 분류하기 위해 지능검사를 통해 나타난 점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 발간된 DSM-5(APA, 2013)에서는 지적 능력 및

심리-사회적 적응 기능의 제한 정도에 따라 가벼운 정도(경도), 중간

정도(중증도), 심한 정도(중증), 아주 심한 정도(최중도)로 분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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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SM-4, DSM-5 기준 지적장애 분류표

DSM-IV-TR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1. 평균 수준 이하인 지적 기능: 개별적으로 실시된

지능 검사에서 70이하의 지능지수(유아의 경우는

지적 기능이 유의하게 평균 이하라는 임상적

판단)

2. 다음 항목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 항목에서

현재의 적응 기능 결함이나 장애를 동반: 

의사소통, 자기-돌봄, 가정 생활,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적 기술,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자기-

관리, 기능적 학업 기술, 여가, 건강 및 안전

3.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기능 장애의 수준을

반영하는 심각도에 근거한 진단 부호

1)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IQ 50-55 ~ 70-75

교육을 받으면 사회 직업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응이 가능한 경우

2)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IQ 35-40 ~ 50-55

단순한 기술의 훈련이 가능하다고 봄

3) 중도 정신지체: IQ 20-25 ~ 35-40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

4) 최중도 정신지체: IQ 20-25 이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

발달 경과 동안 지적 기능 및 적응 기능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인 영역의 결함을

보이는 장애를 일컬으며, 다음 세가지 준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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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V

지적 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충족시켜야 한다.

1.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계획능력, 추상적

사고력, 판단력, 학업 습득 능력, 경험을 통한

학습 능력과 같은 지적 기능에서의 결함이 임상

평가자 및 표준화된 개인 지능 검사 이 두 가지를

통해 확인

2. 적응기능에서의 결함으로 개인의 독립성,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해 발달적 기준과 사회-문화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한다. 지속적인 지지 없이는

적응적 결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에서 한 가지 이상 기능상의 제한이

초래된다: 의사소통, 사회 활동 참여 및 가정, 

학교, 직장과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립적인 생활

3. 지적 결함과 적응 기능에서의 결함이 발달 경과

동안 발병

1) 가벼운 정도(경도)

2) 중간 정도(중증도)

3) 심한 정도(중증)

4) 아주 심한 정도(최중도)

(DSM-4, 1994; DSM-5, 2013)

국내에서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6683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법률 제13941호)으로

분류되며, 지적장애 아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을 통하여

사회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특수교육을 보장받고 있다.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 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

진단평가기준(제9조 제2항)을 따라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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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고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를 말하며, 이는 지적수준 정도의

진단을 위해 지능검사, 언어 학력 검사, 적응행동 검사 등과 같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2016)에서는 지능지수의 상한선을 70에 두고 지능, 사회생활, 

일상생활, 직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을 분류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지적장애 분류는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지적장애 분류

장애 등급 장애 정도

1급
지능지수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자

2급

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인 자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며 특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

3급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자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자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6)에서 인용]

3) 지적장애 학생의 일반적 특성

홍양자(2004)는 지적장애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세가지로

보고하였다. 첫째, 비장애인에 비해 학습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양과

속도가 느리고,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사회적 전이가 어려운 학습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춘기 지연으로 지나친 열등감이 나타나

인성장애와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적·정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신장이 작고 신체 자세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과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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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며, 신체장애나 신경기능장애를 가지는 신체·운동학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중옥 외(2004)는 지적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 비해 자극변별과

주의집중 시간이 짧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습의 실패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특징도 보고되었다(Kirk S. et al., 2011). 

조인수(2009)의 연구에서도 비장애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제시된 자극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능동적으로 일어나지만, 지적장애 학생은 주의집중을 하기 위해 관련된

자극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적 주의집중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이들이 지닌 감각 장애로 인해 시청각 자극 또는

촉각 지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보고하였다(정경렬, 2003). 이들은

단기기억의 저장과 재생에서도 어려움을 보이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기억은 좋으나 학습내용과 기술능력에서 결함을 보이고, 동일 연령의

비장애 학생보다 충동적인 경향이 높아 정확한 문제해결을 못해

학습에서 실패를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집단에 따른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발적인 참여와 경쟁놀이를 즐기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약하여 사회생활에 있어 부적응을 보이고,

언어능력의 제한으로 이동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되었다(김남순, 2010). 

4) 신체적 특성 및 운동발달 특성

지적장애 학생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에서도 다양한

지체를 보인다. 특히, 신장과 체중 등의 외형적 측면보다 기능적

측면에서 현저하게 지체가 나타난다(이은경, 2009). Rarick(1973)은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간의 발달단계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이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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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단계적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장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다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경도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는 비장애 아동에 비해 발달과정이 약

1~4년 정도 지체되고 민첩성, 평형성, 유연성, 교치성, 협응성 등과

같은 조정력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강문주(2000)에 의하면, 지적장애 아동은 중추신경계통의 장애 혹은

손상으로 인하여 눈-손 협응, 걸음걸이, 소근 운동기술 등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Cratty(1980)는 지적 능력의

발달지체가 운동 기능의 발달지체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능발달에서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신체 발달 및 운동 기능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기초체력 수준의

저하로 인하여, 외부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김경숙 & 이정승, 1999). 장애아동들이 비장애 아동들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낮은 기능을 보인다는 결과는 한동기와

김권일(2003)의 연구결과와 최영하(2002)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적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지체되어있고 이러한 지체가 나타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운동 발달 단계 측면에서의 지연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력, 협응, 과제에 대한 선행 경험, 수행을 위한 개념적 이해, 

운동 패턴, 지구력 등과 같은 모든 부분에서 결함이 지체를 유도하는

다양한 원인들로 볼 수 있다(Cratty, 1980; 이현민 & 홍양자 1994; 

김종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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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지각

1) 시지각의 정의

인간의 지각 중에서도 특히, 시지각(visual perception)은 환경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자극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약 80%는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청각은 15%, 

나머지 세 개의 기관은 5% 정도를 사용한다(김청자 외, 2007). 

시지각은 시각 자극에 대한 해석 능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같은 기본 기술 발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에 가장 기본이 된다(Moore, 1979). 

시지각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LM Lieberman(1984)은

시각적 자극의 수용과 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이라 하였고, Darling, 

W. G(2001)는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적응하기 위해 망막에서 얻은 기본

자료를 인지 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중추신경계가 시각정보를

통합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Frostig(1961)는 시각적 자극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감각정보를 과거

경험과의 관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서,

인간이 환경과 만나는 첫 번째 지각이라 정의하였으며 시지각의

구성요소를 5개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시각-운동협응(Visual-Motor Coordination)이란, 시각을

신체운동 혹은 신체 일부와 조정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그 예로 달리기, 

높이 뛰기, 공 차기, 장애물 넘기에서 눈의 지시로 다리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수행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눈과 신체 부위와의 협응이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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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도형과 소지의 시각(Figure-Ground 

Perception)이다. 이 능력은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무수한 자극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선택할 때 작용한다. 이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주의를 이동시킬 때, 이전의 자극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지각의 항상성(Perceptual Constancy)이다. 대상을 보는 위치에

따라 눈의 망막 위에 비치는 상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사물의 고유한 속성은 변하지 않음을 인지하는 능력이다. 즉, 눈의 망막

위에 비치는 상이 변하더라도 형, 크기, 위치와 같은 변하지 않는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공간위치의 지각(Position is space)이다. 공간위치 지각은 물체가 있는

공간과 관찰자의 관계를 지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물체가 자신의 앞, 뒤, 위, 아래, 옆에 있는 것을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공간관계의 지각(Spatial 

Relationship)은 관계 된 둘 이상의 물체 위치 또는 물체의 상호간

위치를 지각하는 능력이다. 즉, 물체에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과 물체

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정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한다.

여광응(1994)에 의하면 시지각 발달은 3.5세에서 7.5세 사이에

급속하게 발달한다고 보고되었다. 시지각 능력에 지체를 보이는

아동들은 과업이나 학업에 장애를 가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물을 인지하고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이나 정보를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시지각 능력의

결여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고 불확실한 생활 속에서 살게 된다(여광응, 1987). 시지각은

유아기에 급속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적수준이 지체되는

지적장애 아동에게는 시지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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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있다(Lerner, 1989).

2)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발달

김남순(2010)에 의하면, 지적장애 학생은 청·시각 분별, 좌·우

분별, 물체에 대한 위치파악, 색 분별장애 등을 지니고 있으며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발달 영역에 있어 지체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정동영(1988)은 비장애 아동과 지적장애 아동의 시기별

시지각 발달능력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고하였는데, 비장애 아동은 7세

이후 모든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나 지적 장애

아동은 7세 이후에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발달하여

완전한 지각-운동 능력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에 대한 시지각 발달의 특징을 시지각

발달검사(DTVP)를 통해 비교하여 보고한 여광응(1987)에 의하면, 

비장애 학생은 시각-운동 협응과 형태항상성에 대한 지각 발달 수준은

높고, 공간위치 지각과 도형-소지 지각에서는 다소 낮은 발달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장애 학생은 시각-운동 협응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형태항상성 지각과 도형-소지 지각이 낮은 발달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서윤아(1988)의 연구에서도 비장애 아동은 학령기로부터 형태

식별력의 급속한 발달을 보이지만, 지적장애 아동은 6세부터 비장애

아동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아동은 시공간 지각, 시지각의 항상성 등에서 장애를

보이고 특히, 방향 거리, 위치 또는 색채, 형태, 크기 등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이 결여되어있으며, 장애의 수준이 심할수록 더욱 더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여광응,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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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지적장애 아동들의 시지각 장애는 학습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장애 아동들의 대부분은 신체 협응 및 조정능력, 지각 및

인지능력에 발달이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학습능력을 보인다. 이는

눈-손 협응, 시공간 방향 정위, 운동 협응, 시각 기억, 시각 변별,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을 관련시키는 능력, 손 기술 능력 등을

발달시켜야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백인정(2006)의

연구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아동의 협응력은 지각 기능과

관련이 있고 장애 아동이 운동을 수행 할 때 숙련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부터 정확한 지각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시지각

능력은 운동 협응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Hulme, Biggerstaff, 

Morgan & Mckinlay, 1982) 연구결과로 미루어보아 시지각 발달

향상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을 통한 훈련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제 3 절 주의집중

1) 주의집중의 정의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특정 과제나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하며,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부터 과제 수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지각과정을 의미한다. 주의집중에 관한 정의와 개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인다. Reid와 Hresko(1982)는

주의집중을 내·외적 자극에 의식을 집중하는 인지 활동 능력이라

하였고, Kirk와 Chalfant(1984)는 과제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과제에서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과제 상황에 얼마나

집중하여 수행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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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enkamp와 Karl(1986)은 내적 혹은 외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정

자극들에 대해 부적절한 자극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며 지속적으로 정신을

기울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 하였다. 

Douglas(1983)은 주의력 종류를 선택적 주의집중과 지속적 주의집중, 

초점주의력로 구분하였다. 

선택적 주의집중이란, 과제와 관련 없는 정보는 무시하고 관련 있는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정의하며 나이와 각성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선택적 주의의 결여는 방해자극으로 인해 목표 자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데 실패하거나, 방해자극으로 인해 목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말한다(Douglas, 

1983). 즉, 환경으로부터의 여러 자극 중 일정하게 관련된 자극을

선택하고, 무관한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김승국

외, 1996). 

지속적 주의집중이란 장시간 동안 어떤 자극에 대해 각성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다(Pearson, Yaffee, Lovelan & Norton, 1995). 또한, 

Douglas(1983)는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계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속적 주의가 결여되면 과제 수행에 있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반응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오류가 나타나며, 

주변 자극에 대한 주의가 쉽게 분산되어 과제에 대한 주의가 이탈되거나

경계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초점주의력이란, 인간은 제한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과제를 수행할 때 높은 수준의 수행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정보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선택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Buchtel과

Butter(1988)가 피검자에게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들려주면서 이 중

한 가지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 대한 측정을 하여 선택적

주의집중력에 대해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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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의집중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종합하면, 주의집중이란 주어진 상황 혹은

환경으로부터의 수많은 자극들 중 자신의 시각, 청각, 촉각 및 근육

운동 지각 등의 감각 처리 경로를 통해 적절한 자극을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조수철, 2001).

2) 지적장애 학생의 주의집중

지적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 언어, 학습, 인지, 사회성 등과

같이 많은 발달 영역에서 지체를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이는

다양한 원인들 중 하나는 주의집중의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이 결함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이 청소년 시기까지

이어져 학습과 적응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미선, 2008). 

지적장애 아동이 학업성취, 일상생활, 지역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초학습능력을 습득하여 학습과 행동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 사물이나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인수, 1986).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학습 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보이고, 지속시간이 짧으며, 주의의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자극에 대한 능동적인

주의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최중옥 외, 2004; 이미선, 2008).

지적장애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상황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호기심과 통찰력 및 표현의 욕구가 증가하지만, 

주의집중의 결핍으로 인하여 학습에 대한 성과가 낮게 나타나며, 잦은

실패에 대한 좌절감으로 학습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Gallagher,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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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r(1997)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자극을 저장하는 단계에서의

결함보다 자극 수용의 초기 단계인 주의집중 능력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지적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에 비해 주의

통제 과정에서 능동적이지 못하고, 외적 자극에 대해 조직화 능력 또는

수용 능력에 있어서 제한으로 모든 학습에서 지체된다는 Kirk와

Chalfant(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광응(1997)에 의하면 주의집중은 추상적인 방법으로는 개선될 수

없고 특정 과제를 관련시켜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으며, 또한

주의집중은 모든 상황에서 처리된 정보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훈련 시킬

수 있는 단일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활동을 통해서 주의집중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정진(2010)은 교육상황에서

자극의 단순화, 직접 지도, 과제 이외의 불필요한 자극을 제거하고, 

집중을 통한 성공적인 수행 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피드백은

지적장애 학생의 주의집중이 어느 정도 개선 될 수 있다고 보고하며

교사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반복적이고 지루한

과제보다는 흥미롭고 새로운 과제상황을 제시한다면 지적장애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황경은, 2007).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의집중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김상훈, 2011; 차수선, 2008; 정미숙, 2015, 

김동욱, 2012; 권희정, 2010; 송지윤, 2013), 그 중 신체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김병식, 2015; 김준석, 2015; 

권소저, 2011; 김종규, 2015)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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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골프

1) 골프의 특징과 효과

골프는 골프채로 정지된 공을 쳐서 지정된 거리에 있는 직경 10.8cm 

구멍에 가장 적은 타수로 공을 넣어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정의된다.

골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과 수행 시 자신의 심리적인 기술을

잘 발휘하고 유지하는 고도의 정신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정청희, 

1991). 또한, 도재현(2006)은 골프를 스스로 방위되지 않는 원거리

표적물에 채로 정지된 공을 쳐서 집어넣는 경기라고 정의하였으며, 

박영민(2005)은 골프의 특성을 나이·체력·기술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 정의하였다.

김한별(2010)에 의하면, 골프는 사격 또는 양궁과 같이 전형적인

폐쇄기술 종목 중 하나이고, 수행 전 심리상태 조절과 정적인 상황에서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복감, 정서적 안정 등을

주는 종목이라 보고되었다(박병국 & 강대성, 2012). 또한, 참여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상황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과 고도의 집중력 등

신체의 다양한 감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이 요구되며, 신체를

통해 격렬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경미(2010)는 클럽을 이용한 스윙 동작에서 팔과 다리, 몸통을

중심으로 한 회전동작 수행을 통해 신체부위의 근력, 균형 등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 보고하였다. 골프는 운동 중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목표물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사회성 함양에도 도움을 주는 스포츠이다(이종민, 1999). 정지된 표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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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즐기는 활동이므로 남녀노소 그리고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은 다수 연구에서 보고된바 있다(도재현 외, 

2006; 김성배 외, 2009). 

특히, 골프에서 사용되는 기술 중 퍼팅은 그린 위에 올라온 공을 홀

안으로 넣는 기술을 말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작을

수행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그린의 상태와 홀의 방향 및

거리와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적 정보를 정확하게 지각해 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기술이다(김선진, 2000). 이처럼 퍼팅을 하면서 공과

홀 간의 거리를 파악하거나, 퍼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환경 정보들을 지각하는 시지각(visual 

perception)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시각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기억에만 의존하여 퍼팅 동작을 수행한다면 자연스럽지 못한 동작이

발생될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다른 어떤 감각 체계보다 시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Magill, 2007; Reeve, Mackey & Fober, 1986). 

골프는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이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시각을 통해 지각해 내는 능력과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공을 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기술이 필요하다. 즉, 환경에

대한 시지각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골프와 지적장애

지적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발달 수준이

지체되어있고, 시·공간 지각, 시지각의 항상성 장애 등을 보인다. 특히, 

방향 거리, 위치 또는 색채, 형태, 크기 등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여광응, 1992). 또한 학습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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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어 있으며, 짧은 주의집중으로 인한 지속적 학습에 대한 흥미

또는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홍양자, 2004). 

이에 Vicker(1996)는 골프에서 요구되는 기술은 거리와 방향의 두

가지 특성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이는 끊임 없이 변화하는 주변 환경

및 상황들로 인하여 경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그린 위에서 나타나는 거리와 방향 또는 경사도와

장애물 위치 파악 등의 환경적 정보와 수 많은 특성들을 파악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골프 경기에서 약 43%를 차지하는 수행 기술은 퍼팅이다(김해천, 

2005). 이 기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구지은(2009)에 의하면 퍼팅 동작은 신체적 움직임이 최소화되는

동작이고 이로 인하여 미세한 자극에도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높은 집중력을 통해 정확하고

일정하게 반복 수행하는 것이 수행력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골프의 이러한 특성들은 시지각 발달이 지체된 지적장애

학생들이 시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지각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즐겁고, 낮은 동기부여와 낮은 흥미가

특징인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들은 흥미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현재까지 골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엘리트선수 혹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골프 수행능력과 신체활동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작 분석, 심리적 요인, 사회적 관계(허남양, 2000; 황진철, 2013; 

심태용, 신성휴, 오승일, & 문정환, 2004; 김명선, 2004; 강성구, 최재원, 

2003)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규명하고 그 효율성을 검증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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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골프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 및 효과

등을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김성범(2015)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에게 골프 레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동행동에 대한 감소에 대한 효과를 밝혀냈으며, 김성운과

우민정(2010)은 지적장애를 가진 중학생을 대상으로 활동관찰을 통해

골프 기술 중 퍼팅 수행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고, 

김도진 외(2014)는 골프 퍼팅 트레이닝을 통해 ADHD 아동의

주의집중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 

유아기에서 골프 운동 참여는 신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밝힌 신준수 외(2009)의 연구도 있다. 이에 미루어보아 골프

프로그램 참여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과 학습 능력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많은 연구들에 의해(이경현 & 이지항, 2010; 이선애, 2010; 서연태, 

김성운, & 유성종, 2009)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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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와 I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지적장애 학생

27명을 모집하였다. 대상자 중 3명은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학생이며, 또 다른 3명은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지적장애를 지닌 학생을

포함하였다. 연구참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편성되어있는 학생으로서 의사소통 및 교육이 가능하고,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근 골격계 질환이나

신경손상이 없으며, 시력에 장애가 없는 학생이다. 참여 대상자의

보호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측정 방법,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표 3] 연구대상자(장애학생)정보

구 분

운동군

N=11(남=9, 여=2)

통제군

N=16(남=10, 여=6)

M(SD) M(SD)

연령(세) 16.64(1.02) 17.0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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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 적용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S시 고등학교 테니스장 및 운동장에서

진행하였다. 운동프로그램 진행 일정을 고려하여 운동군 11명과 통제군

16명의 대상자를 각각 나누어 모집하였다. 각각의 집단을 모집한 후

한국판 시지각 발달 측정도구(K-DTVP-A)와 주의집중 측정도구인

Interactive Metronome(IM)을 이용하여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을

진행하였다. 사전 측정 실시 후 수집된 자료를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 P=< .05)을 통해 분석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동질성을 검증한 후, 운동군 11명은 6주간 총 24회, 70분의 Adapted 

Golf Program에 참여하였으며 통제군에게는 운동군에게 제공하는 골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 운동군의 경우, 6주간의 운동 기간 중

100%의 출석률을 보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설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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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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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Adapted Golf Program 참여가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발달 및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시지각 발달 측정도구: 시지각 발달 검사(K-DTVP-A) 청소년용

[그림 2] 한국판 시지각발달 검사(K-DTVP-A)

20세기 초부터 많은 학자들은 지각현상과 시지각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도구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검사의 규준, 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후 시지각을 사정하기 위한 구체적 검사도구가 나타났다.

Frostig의 DTVP(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이

1961년 출판되었으나 표준화와 신뢰도에 관련된 비판을 받았고 그 후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DTVP-2를 출간하였다. 2003년에 한국

아동들의 시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한국판 시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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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검사(K-DTVP-2)를 출간(문수백, 여광응 & 조용태, 2003) 

하였으나, 이는 대상을 4~8세로 표준화하였기 때문에 9세 이후부터는

측정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상에서 사용되었다. 이

후 9세 이후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시지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DTVP-A(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Adolescent and Adult)를 표준화 및 번안하여 한국판

시지각 발달검사 청소년(K-DTVP-A)용을 출판하였다. 이는 DTVP-

2에서 측정하지 못한 외상성 뇌손상, 발작, 기타 심리적 외상이나

상해에 의한 청소년과 성인의 시지각 문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한국의 1,1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표준화하였다. 이는, 만 9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다음 [표 4]는 K-DTVP-A의 하위검사 구성

및 세부 내용이다.

[표 4]  K-DTVP-A 하위검사 구성 요소 및 내용

하위검사
측정된

시지각 유형
내용

운동개입

감소

도형-배경 도형-배경

자극 그림을 본 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배경 속에 숨겨진 그림들 가운데 자극

그림을 찾는다.

시각 통합 형태항상성
자극 그림을 본 뒤, 일련의 미완성된 그림들

가운데서 정확한 그림을 선택해야 한다.

형태항상성 형태항상성

자극 그림을 본 뒤, 일련의 그림 중에서 자극

그림이 있는 그림 두 개를 찾는다. 그림은

크기, 위치, 음영이 다르게 제시되거나

복잡한 배경 그림 속에 숨어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그리기 공간관계 간단한 그림을 보고 그것을 종이에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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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개입

향상

제시되는 그림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복잡해진다.

시각-운동

탐색
도형-배경

측정지에 무선적으로 배열된 동그라미가

쳐진 숫자를 보고 가능한 한 빨리 숫자를

선으로 연결한다.

시각-운동

속도

형태항상성

공간관계

4개의 서로 다른 기하학적 도형 중 2개는

특별한 표시가 있고,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네 종류의 도형들이 그려진 반응지에

정해진 시간 내 자극 그림에서 특정한

표시가 있는 도형과 같은 도형을 찾아

가능한 한 많은 도형에 동일하게 표시 한다.

K-DTVP-A의 하위문항에 대한 평균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도형-배경 하위 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80이며, 범위는 74 - .88이고,

지수에 대한 범위는 .84-.91이다. 6개의 하위항목에 검사-재검사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4 - .88이고, 종합척도의 신뢰도

계수에서 .83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점자간의 신뢰도는 두 검사자의

내용채점 결과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여 산출되었으며, .94 - .98의

높은 신뢰도를 보고(조용태, 2011)하고 있기 때문에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 검사도구는 청소년의 시지각 결함의 유무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운동개입이 최소화된

시지각 기능과 운동성이 개입된 시각-운동 통합기능에 대한 지수를

각각 제공해주기 때문에 두 지수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도구이다. 위의

6가지 하위검사를 종합하여 표준화한 점수는 소위 ‘시지각’이라 불리는

일반 시지각 척도(GVP: general visual perception)이다. 일반 시지각

지수는 두 가지 검사 형식인 시각- 운동 통합(VMII)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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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MRPI)를 통해 시지각 능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시지각 능력에 대해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시지각 능력에 대한 정보는 일반 시지각 지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지적장애(원양은, 2013), 뇌성마비(정영선, 2011), 

발달장애(정가람, 2016) 등을 비롯한 장애 아동 및 비장애 아동들의

시지각 발달의 장애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이다.

  

2) 주의집중 측정도구(Interactive Metronome)

[그림 3] Interactive Metronome

  

본 연구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의 운동 수행 간 주의집중을 측정하기

위해 김경미 외(2015)의 연구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의집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인 Interactive Metronome(IM)을

사용하였다. 원제작자가 산출한 검사-재검사의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r= .58 - .97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Cassily &

Jacokes, 2001)

IM은 신경감각과 신경운동의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감각운동통합

프로그램으로서, 컴퓨터의 신호음과 훈련자의 동작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1/1000초 단위로 계산하 이는 점수화로 나타난다.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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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센서를 부착한 상태에서 총 14가지 운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박자의 비트에 맞추어 박수를 치거나 발로 누르는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주의집중을 측정하기 위해 전체형

검사(Long Form Assessment: LFA)를 사용하였다. 이는 운동과제

13가지와 운동과제 중 성과 피드백 신호음(G.S/ON)이 함께 제공되는

14번 과제가 추가되어 총 14가지 운동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성과

피드백 신호음이란, 트리거를 빠르게 쳤을 시 신호음이 헤드폰 왼쪽에서

들리는 것을 말하며, 느리게 쳤을 시 오른쪽에서 들리게 된다. 만약

15/1000초 이내에 트리거를 쳤을 시에는 신호음이 양쪽에서 들리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주의집중 측정은 제시된 총 14가지의 과제

수행에서 기준 음과의 시간차가 15/1000초 이내일 경우 기록되는

적중률(SRO%)로 설정하였으며, 적중률이 높게 나타날수록 주의집중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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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운동프로그램

1) 골프 프로그램 개발 및 도구

본 연구에서 진행 한 Adapted Golf Program은 골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자료들을 고찰을 통해 개발하였다. 그 중 ‘Special 

Olympic Golf Coaching Guide(2003)’를 토대로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골프 전문가와

특수체육 전공 2인이 회의를 통해 다시 수정 및 보완하였다. 골프

전문가는 대한골프협회에서 발급한 Golf teaching pro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골프 지도 경험을 보유한 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골프 도구는 SNAG 골프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장비로써, 이는 실제 골프 클럽과 공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제작된 안전한 도구이다. 특히, 장소의 제약이 없이 사용 할

수 있다는 점과 색채감 있는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자세한 장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골프 장비

본 연구에서 진행한 골프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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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고려하여 고정된 코스가 아닌 홀의 거리를 자유롭게 변형한

코스로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 물리적 장애물들의 위치 역시

대상자의 특성에 맞도록 적절하게 변형하여 난이도 조절을 하였다. 본

연구의 학습 목표는 변형된 골프 프로그램을 참여한 대상자들이

중재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실제 골프 도구를 이용하여 어떠한 보조

없이 골프의 기본 기술을 구사하고, 인지한 골프 규칙을 통해

자발적으로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 내에 대상자들이 각각의 활동 및 과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Vicker(1996)와 S. 

Chiviacowsky(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 전략을 제공하였다. 

Vicker(1996)는 운동 반응을 일으켜 기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Quiet eye(QE)를 강조하였다. 박승하(2004)는 연구에서

Quiet eye가 높은 기술수준과 정확성을 위한 인지적 특성임을

규명하였다. Quiet eye(QE)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움직임(예를 들어

골프의 경우, 다운 스윙)이 일어나기 직전 목표물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전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여 움직임을 계획하는 시간 또는 환경정보의 추상적인

패턴이나 형태를 읽어내는 능력을 말한다(Rodrigues et al., 2002).

이러한 전략적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과제와 활동에서

레이저 포인터기를 활용한 단속성안구훈련(saccade)과 Queit eye 

training을 제공하였다. 

또한, S. Chiviacowsky(2013)가 지적장애 학생에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위한 전략인 외적주의 초점 전략을 본 프로그램 내에서도 각각의

활동에서 적절히 제공하였다. 외적주의 초점이란, 수행자가 경기나, 

상대방의 전략, 동작과 관련하여 환경적 요인이나 도구와 같은

단서(Cue)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말하며(이한우, 2004),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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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수행자의 동작이나 자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클럽과

공에게만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전략을 프로그램 내 적절하게

적용하였다.

2) 훈련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6주간 70분씩 총 24회로서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흥미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제 수행 간 최소한의

피드백만을 제공하였고, 복잡한 설명을 단순화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특수체육 전공 5인이 사전에 계획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들이 골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감각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골프 경기와 동일한 규칙과 방법으로 ‘홀

플레이(Hole Play)’를 진행하였다. Par 3는 15m - 50m, Par 4는 50m 

- 100m로 구성하였으며, 각 홀은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

도구를 활용하였다. 골프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인 풀스윙, 

치핑/피칭, 퍼팅 기술의 과제 활동과 홀 플레이를 포함하여 총 4가지

활동은 3인 1조로하여 정해진 시간 내 순환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의 시직과 종료 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진행하였다. 홀 플레이를 포함한 모든 기술 과제 활동 내에서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결정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및 에티켓, 규칙과 장비에 대한 교육은 프로그램

회기마다 적절하게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세부 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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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arm-up & Exercise

골프 수행 시 사용되는 36개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주요

활성부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수행자의 부상예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나웅칠(2007)의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5] Warm-up & Exercise

2-2) 프로그램 세부 내용

  

프로그램은 풀스윙, 치핑/피칭, 퍼팅 기술의 과제활동과 홀

플레이(Hole Play) 총 4가지 활동을 순환식으로 진행하였고, 3인

1개조로 제한된 시간 동안 해당 과제를 수행한 후 다음 과제로

이동하는 순환식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훈련프로그램 진행 방식 및

자세한 구성 내용은 [표 5]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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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훈련프로그램 진행 순서

조` 훈련프로그램 진행 방식

1 A  à  B  à  C  à  D

2 B  à  C  à  D  à  A

3 C  à  D  à  A  à  B

4 D  à  A  à  B  à  C

[표 6] 훈련프로그램 구성 내용

A. Full Swing Task B. Chipping Task

-어드레스 통한 스윙연습

-클럽에 집중하여 공 보내기

(외적주의 초점)

-교사의 구령 및 신호에 맞추어

스윙하기

-설치된 장애물 네트 넘기기

-보조도구를 활용한 스윙하기

(큰 원/ 작은 원 그리기)

-어드레스 후,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목표물(피칭네트)에 한 손으로 던지기

-에이밍 후, 후프 내에서 클럽을

이용한 치핑/피칭

-설치된 장애물 네트로 치핑/피칭하여

공 넘기기

-설치된 장애물 네트 뒤에 있는 피칭

네트로 치핑/피칭

-거리와 방향 변화에 따른 목표물

설정을 통해 피칭(롤러라마/ 

불스아이타겟/피칭네트/홀컵)

C. Putting Task D. Hole Play

-레이저포인터기를 활용하여 시선행동

훈련(안구단속성운동)

-3인 1조로 4홀 경기하기(Quiet eye 

training 및 외적주의 초점 전략 사용)

-스스로 타수를 계산하고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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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훈련 후 홀 컵으로 퍼팅

-보조도구(브러쉬퍼터)를 이용한 퍼팅

-거리/방향/위치에 따른 다양한

목표물도구(롤러라마/홀컵)로 퍼팅

-클럽(피칭 및 치핑 웻지/7번 아이언/ 

퍼터)을 스스로 선택하기

2-3) Quiet eye training / 외적주의 초점

본 연구에서 실시한 Adapted Golf Program의 모든 활동과 그 안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수행 함에 있어, 레이저포인터기를 활용한 단속성

안구훈련(Saccade)을 포함한 Quiet eye training과 외적주의 초점

전략을 적용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 7]와 같다.

[표 7] Quiet eye training protocol /외적주의 초점 전략

세부내용

풀스윙

& 

치핑/피칭

1. 공과 목표를 연결하는 라인을 설정하고 볼 전방 1-3m 지

점에 가상의 목표를 정한다.

2. 가상의 라인을 2-3회 안구단속성운동(saccade)을 통해

클럽헤드와 가상의 목표를 직각으로 정렬(alinement)한다.

3. 클럽헤드에 초점 시(focal vision)을 고정 시킨 상태로 스

탠스를 취한다.

4. 어드레스(address)를 완료한 후에 볼의 뒷부분에 초점시

(focal vision)를 고정 시킨다.

5. 가상의 목표와 공을 안구의 단속성운동(saccade)을 통해

2-3회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6. 스윙을 시작하기 2-3초 동안 초점시(focal vision)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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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한다.

7. 백스윙 시 클럽헤드에 시선이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8. 볼을 임팩트 한 이후에 2-3초 동안 볼이 떠난 자리에

Quiet eye를 유지한다.

퍼

팅

1. 퍼팅 라인 선상에서 공으로부터 2-3m 후방에서 공과 홀

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상의 퍼팅라인을 그린다.

2. 가상의 퍼팅라인을 안구의 단속성운동(saccade)을 통해 확

인하면서 클럽 헤드와 퍼팅라인을 직각으로 정렬한다.

3. 클럽 헤드를 정렬 한 후 스텐스를 취하여 셋업을 완료한다

(이때 시선은 클럽헤드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스탠스를 취

하고 이 후 볼 뒷부분에 시선을 고정한다).

4. 볼이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break point) 지점과 홀을 안

구의 단속성운동(saccade)을 통해 2-3회 확인한다.

5. 마지막 안구의 단속성운동(saccade)의 지점은 꺾이는 지점

이어야 하며 이후 볼의 뒷부분에 초점시(focal vision)를

고정시킨다.

6. 2-3초 동안 볼 뒷부분에 초점시(focal vision)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한다. 

7. 백스윙 동안에 클럽헤드를 보지 않도록 주의한다.

8. 볼을 임팩트 한 이후에 2-3초 동안 볼이 떠난 자리에

Quiet eye를 유지한다. 

외적주의

초점

피드백

골프 풀 스윙 시, 기본적인 그립 및 자세를 제외하고 클럽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치핑과 피칭 같이 스윙의

크기를 다르게 해야 하는 경우, 특수하게 제작된 원(후프클락)에

표시되어 있는 지점과 지점 사이에서 클럽을 움직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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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골프프로그램 참여 집단과 통제집단의 시지각 발달 및

주의집중의 차이를 SPSS 23. Ver.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이원 분산분석(2-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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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룹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t 검정(independent t-

test)을 실시하였다.

(3) 그룹과 시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2-way ANOVA with on the 2nd factor)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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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절 동질성 검정 (독립 t검정) 결과

6주간 총 24회의 Adapted Golf Program 시작 전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발달 및 주의집중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동질성 검정의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시지각 발달 및 주의집중 동질성 검정 결과

변 인

운동군

N=11

(남=9, 여 2)

통제군

N=16

(남=9, 여 7)
t p

M(SD) M(SD)

하

위

영

역

따라그리기 17.64(9.99) 16.75(7.77) .260 .797

도형-배경 4.91(2.46) 4.38(2.44) .555 .584

시각-운동 탐색 69.36(31.27) 60.00(22.40) .908 .372

시각 통합 11.64(4.17) 9.50(4.95) 1.171 .253

시각-운동 속도 24.82(8.06) 26.25(10.71) -.375 .711

형태항상성 6.73(4.45) 5.88(3.96) .522 .606

종

합

지

수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
79.64(14.83) 74.06(11.99) 1.078 .291

시각-운동

통합 지수
69.82(17.99) 69.63(16.51) .029 .977

일반

시지각 지수
72.91(16.30) 69.69(14.43) .541 .593

주의집중 75.72(51.49) 98.81(43.47) -1.258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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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 간의 시지각 발달과 주의집중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

t검정 결과, 모든 변인에서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났다. 



43

제 2 절 시지각 하위검사 결과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 학생의 시지각 하위 검사의 변화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시지각 하위검사의 변화

변인

운동군 (N=11) 통제군 (N=16)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따라그리기
17.64

(9.99)

19.73

(10.13)

16.75

(7.74)

17.50

(8.00)
.748 .395

도형-배경
4.91

(2.46)

7.55**

(2.87)

4.38

(2.44)

4.75

(1.73)
6.928 .014*

시각-운동

탐색

69.36

(31.27)

46.82**

(29.43)

60.00

(22.40)

62.81

(21.82)
41.23 .000**

시각 통합
11.64

(4.17)

11.09

(4.25)

9.50

(4.95)

10.31

(5.09)
1.912 .179

시각-운동

속도

24.82

(8.06)

37.91**

(11.18)

26.25

(10.71)

29.50

(8.34)
13.992 .001**

형태항상성
6.73

(4.45)

9.45*

(6.13)

5.88

(3.96)

6.63

(4.92)
1.663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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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간 총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지적장애

학생들의 시지각 발달에서 하위항목인 도형-배경, 시각-운동 탐색, 

시각-운동 속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종합척도 지수에서 시각-운동 통합 지수와 일반 시지각 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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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따라그리기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발달 하위 검사인 따라그리기의 변화는 아래

[표 10] [그림 6]와 같다.

[표 10] 따라그리기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1)

17.64

(9.99)

19.73

(10.13)

시간 3.356 .079

그룹 .214 .648

통제군

(N=16)

16.75

(7.74)

17.50

(8.00) 시간*그룹 .748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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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따라그리기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지적장애

학생들의 따라그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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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형-배경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발달 하위 검사인 도형-배경 변화는 아래 [표

11][그림 7]와 같다.

[표 11] 도형-배경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1)

4.19

(2.46)

7.55**

(2.87)

시간 12.285 .002**

그룹 4.139 .053

통제군

(N=16)

4.38

(2.44)

4.75

(1.73) 시간*그룹 6.92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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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도형-배경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도형-배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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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각-운동 탐색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하위 검사인 시각-운동 탐색의 변화는 아래

[표 12] [그림 8]와 같다.

[표 12] 시각-운동 탐색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1)

69.36

(31.27)

46.82**

(29.43)

시간 24.97 .000**

그룹 .112 .740

통제군

(N=16)

60.00

(22.40)

62.81

(21.81) 시간*그룹 41.2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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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시각-운동 탐색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시각-운동 탐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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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각통합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하위 검사인 시각통합의 변화는 아래 [표 13] 

[그림 9]와 같다.

[표 13] 시각 통합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1)

11.64

(4.17)

11.09

(4.25)

시간 .074 .788

그룹 .669 .421

통제군

(N=16)

9.50

(4.95)

10.31

(5.09) 시간*그룹 1.91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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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시각통합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시각-운동 탐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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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각-운동 속도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하위 검사인 시각-운동 속도의 변화는 아래

[표 14] [그림 10]와 같다.

[표 14] 시각-운동속도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1)

24.82

(8.06)

37.91**

(11.18)

시간 38.580 .000**

그룹 .967 .335

통제군

(N=16)

26.25

(10.71)

29.50

(8.34) 시간*그룹 13.99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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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시각-운동 속도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시각-운동 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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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형태항상성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하위 검사인 형태항상성의 변화는 아래 [표

15] [그림 11]와 같다.

[표 15] 형태항상성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1)

6.73

(4.45)

9.45*

(6.13)

시간 5.142 .032*

그룹 1.124 .299

통제군

(N=16)

5.88

(3.96)

6.63

(4.92) 시간*그룹 1.663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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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형태항상성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형태항상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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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지각 종합척도 지수 결과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 학생의 시지각 종합척도 지수 결과는 아래 [표 16]와 같다.

[표 16] 시지각 종합척도 지수 결과

변인

운동군 (N=11) 통제군 (N=16)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

79.64

(14.83)

88.18*

(18.15)

74.06

(11.99)

77.16

(13.96)
2.248 .128

시각-운동

통합 지수

69.82

(17.99)

85.55**

(19.98)

69.63

(16.51)

69.75

(16.43)
24.044 .000**

일반

시지각 지수

72.91

(16.30)

85.82**

(18.66)

69.69

(14.43)

71.31

(15.44)
17.605 .000**

Mean(SD), *p<.05, **p<.0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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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MRPI)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종합척도 지수 중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의 변화는

아래 [표 17] [그림 12]와 같다. 

[표 17]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1)

79.64

(14.83)

88.18*

(18.15)

시간 11.126 .003**

그룹 2.349 .138

통제군

(N=16)

74.06

(11.99)

77.13

(13.96) 시간*그룹 2.48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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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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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각-운동 통합 지수(VMII)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종합척도 지수 중 시각-운동 통합 지수의 변화는 아래

[표 18] [그림 13]와 같다. 시각-운동 통합 지수란, 시지각 능력에서

운동개입 향상이 요구되는 시지각 능력 지수를 말하며 이는 따라그리기, 

시각-운동 탐색, 시각-운동 속도의 하위검사의 종합척도 지수이다.

[표 18] 시각-운동 통합 지수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1)

69.82

(17.99)

85.55**

(19.98)

시간 24.82 .000**

그룹 1.432 .243

통제군

(N=16)

69.63

(16.51)

69.75

(16.43) 시간*그룹 24.04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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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시각-운동 통합 지수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시각-운동통합 시지각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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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 시지각 지수(GVPI)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종합척도 지수 중 일반 시지각 지수의 변화는 아래 [표

19] [그림 14]와 같다. 일반 시지각 지수란, 우리가 ‘시지각’이라 부르는

능력을 가장 잘 측정해주며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MRPI)와 시각-

운동 통합 지수(VMII)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표 19] 일반 시지각 지수(GVPI)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1)

72.91

(16.30)

85.82**

(18.66)

시간 299.20 .000**

그룹 2.090 .161

통제군

(N=16)

69.69

(14.43)

71.31

(15.44) 시간*그룹 17.6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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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일반 시지각 지수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일반 시지각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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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주의집중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장애 학생의 주의집중 변화는 아래 [표 20]와 같다.

[표 20] 주의집중의 변화

변인
운동군 (N=11) 통제군 (N=16)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주의집중
75.72

(51.49)

114.54*

(46.89)

98.81

(43.47)

114.50

(74.25)
1.425 .244

Mean(SD), *p<.05, **p<.0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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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의집중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지적장애 학생의 주의집중 변화는 아래 [표 21] [그림 15]와 같다.

[표 21] 주의집중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F p

운동군

(N=11)

75.72

(51.49)

114.54*

(46.89)

시간 7.912 .009*

그룹 .335 .568

통제군

(N=16)

98.81

(43.47)

114.50

(74.25) 시간*그룹 1.425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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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주의집중의 변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

주의집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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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6주간 24회

Adapted Golf Program을 실시하여 시지각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Adapted Golf Program이 시지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판 시지각 발달 검사-청소년용(K-DTVP-

A)을 이용하였고, 주의집중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Interactive 

Metronome(IM)을 사용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각각

실시하여 향상 정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Adapted Golf Program 실시 후, 운동군에서 시지각

하위 영역인 도형-배경, 시각-운동 탐색, 시각-운동 속도에서는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 하위영역들에 대한 결과를 표준화 한

종합척도 하위 지수인 시각-운동 통합(VMII)에서도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dapted Golf Program 참여가 지적장애 학생의

일반 시지각 지수(GVPI)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의집중은 운동군에서 대폭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지만, 시간과

그룹의 상호작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6주간 총 24회 실시한 Adapted 

Golf Program이 연구대상자들의 시지각과 주의집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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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시지각 발달 하위 영역의 변화

1) 따라그리기

따라그리기는 문항 속에 제시된 그림을 정확히 인지하여 빈 공간에

동일하게 그리는 검사방법이다. 제시된 문항 속 그림은 후반부로 갈수록

입체적인 모양을 나타내며 점점 복잡해진다. 이 검사를 통해 대상자가

광범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을 알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

성숙, 소근육 운동능력, 시지각 상태에 대한 임상적 정보를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따라그리기는 시각-운동 협응 능력 검사로 해석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지각 발달 검사 하위영역인 따라그리기의

결과는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군에서 사전검사의 원점수 평균이 17.64에서

사후에 19.73으로 소폭 향상되었고, 통제군에서도 사전검사의 원점수

평균이 16.74에서 사후에 17.50로 소폭 향상되었다.

김선진(2000)은 골프가 눈과 손의 협응을 요구하며 공간관계와

공간위치 지각을 요구하는 종목임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Adapted Golf Program이 동일한 종목임으로 미루어보아, 하위검사

영역인 따라그리기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12주간 야구 타격 훈련이

발달장애 아동의 시지각 발달 검사 중 따라그리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김인(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원양은(2013)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의 수준에 맞게

변형하여 구성한 시지각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따라그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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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김윤영(2012)의 연구에서도

지적장애 학생들이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통해 따라그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상이하였다. 이는

시각-운동 협응력을 요구하는 따라그리기의 특성이 대근 운동 기능을

요구하는 운동인 골프, 야구 종목에 비해 종이접기 활동, 난화 기법, 

드로잉 훈련 등과 같은 소근 운동 기능을 요구하는 운동이 따라그리기에

더욱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운동군과 통제군 모두 소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아 6주간의

짧은 중재 기간으로 인해 학습효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2) 도형-배경

도형-배경 지각이란, 다양한 자극 중 특정 자극을 선택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능력으로 주의집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여광응, 1997). 도형-배경 검사는 숨은 그림 찾기 형식을

통한 검사 방법이다. 복잡한 배경 속에 숨겨진 표적 그림을 찾아야 하며,

이때 높은 수준의 변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불필요한 자극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무시하여야 하고 관련된 자극 즉, 제시된 선과 곡선만

인식해야 하는 검사라 할 수 있다.

도형-배경의 검사결과, 운동군에서 사전검사의 원점수 평균이

4.19에서 사후에는 7.55로 크게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Adapted Golf Program에 대한 효과를 검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플로어 볼과 패드민턴을 활용한 뉴스포츠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의 도형-배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한 김시정(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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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운동발달능력을 고려하여 개발한 시각-운동발달 프로그램이

유아의 도형-배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정희승(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골프는 클럽을 이용해 정지되어 있는 공을 고정되어 있는 목표물로

보내야 하는 능력을 요구하고(도재현, 2006), 공을 맞추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박영민, 2005)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측정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S. 

Chiviacowsky(2013)도 외적주의 초점 전략을 사용한 지적장애 아동의

운동 수행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지적장애 아동의 운동 수행보다 더욱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Adapted Golf 

Program에도 외적주의 초점 전략을 이용하였다. 모든 활동을 수행 할

시에 공과 클럽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해준 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시각-운동 탐색

시각-운동 탐색은 불필요한 자극은 제거하고 필요한 자극만을

선택하여 반응하는 도형-소지 지각능력을 검사한다. 또한 지각 속도, 

정확성, 지각의 계열화 능력을 포함한다. 검사 방법은 방해 자극으로

작용하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원을 피하여 1부터 25까지의 숫자가

적힌 원을 찾아 차례대로 선을 이어 그리는 방법을 말하며 총 수행

시간을 측정한다. 번호 순서에 맞게 정확하고, 빠르게 그릴수록 시각-

운동 탐색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각-운동 탐색의 결과는 운동군에서 사전검사 원점수 평균이

69.36에서 사후에는 46.82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60

Adapted Golf Program에 대한 효과를 검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종수(2014)의 안구운동 프로그램이 중도

뇌성마비 아동의 지각-운동발달을 촉진하고 시각적 문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안구운동

프로그램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자세조절과 시지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임애진(201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내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치핑/피칭, 퍼팅, 

홀플레이)영역에서 레이저포인터기와 같은 보조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한

단속성안구(saccade)훈련과 Quiet eye training이 시각-운동

탐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4) 시각 통합

시지각 발달 하위 영역인 시각 통합은 형태지각의 원리가 포함된다. 

불완전하게 그려진 그림을 완전하게 재인해 내는 능력과 우수한 시각화

또는 정신적 이미지화 기능을 요구하거나, 형태를 보는 능력을 확인한다.

시각 통합의 결과는 운동군에서 사전검사의 원점수 평균이 11.64에서

사후에는 11.09로 감소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6주간 주2회 디스크골프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시각 통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규명한 장윤철(2014)의

연구와 일치하며, 12주간 주 2회의 야구 타격 훈련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시각통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한

김인(201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약 36주간 주 1회 총 35회기 드로잉

훈련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시각 통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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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박찬숙(201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도 6주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24회의

지속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에도 시각통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시각통합의 경우 단 시간에 향상되거나

발달되지 않기에 더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5) 시각-운동 속도

  

시지각 발달 하위 영역 중 시각-운동 속도 검사는 특정 그림에 특정

표시를 할 수 있는 민첩성을 측정한다. 곧 시각을 이용한 운동 수행의

실행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와 공간과 관련된

모양 및 형태를 분석하는 능력인 공간관계지각 능력과 공간위치 지각

능력을 포함한다.

시각-운동 속도의 결과는 운동군에서 사전검사의 원점수 평균이

24.82에서 사후에는 37.9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Adapted Golf Program의 효과를 검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라인스케이트 프로그램이 장애 아동의 공간지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유선영(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특수체육 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공간관계지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영희와 홍양자(200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내 모든 과제는 거리의 변화에 따라

목표물(홀컵)의 위치를 변화시켰다. 풀스윙, 치핑/피칭, 퍼팅 활동에서도

대상자들에게 공과 목표물 사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

방향 표시와 같은 보조도구를 활용하였고, 레이저포인터기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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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성안구훈련을 실시한 것이 위치와 관계를 지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6) 형태항상성

시지각 발달 하위 영역인 형태항상성은 크기, 명암, 질감, 위치가

다르게 제시되어도 어떤 속성이나 형태의 본질적인 특성을 인지하는

고차적 시각 변별력을 말한다(여광응, 1997).

본 연구에서 형태항상성의 결과는 운동군에서 사전검사 원점수 평균이

6.74에서 사후에는 9.45로 크게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현진(2012)은 화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대상을 옮기는

크로키 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형태항상성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난화

기법을 통해 형태항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한 어은경(201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운동군에게 있어서

만큼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광응(1997)의 보고에 따르면, 형태항상성은 크기에 따라

분류하기와 똑같은 형태에 따라 분류하기 등과 같은 유사성과 차이성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형태항상성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각각의 과제와 홀

플레이를 수행함에 있어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동일한 목표물을

인지하고, 다양한 색과 크기로 구성되어있는 클럽과 공과 기타

보조도구들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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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들의 특성들만으로 형태항상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고, 실험기간 동안 대상자들의 수업 중 미술활동이 다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제 2 절 시지각 발달 종합지수의 변화

시각능력에서 운동 능력의 개입을 요구하는 시각-운동 통합

지수(VMII)는 따라그리기, 시각-운동 탐색, 시각-운동 속도의

하위영역을 종합하여 표준화 한 지수를 말한다.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MRPI)는 도형-배경, 시각 통합, 형태항상성의 하위영역을

종합하여 표준화 한 지수를 말한다. 이렇게 두 하위 종합지수 검사를

종합하여 표준화 한 지수를 흔히 ‘시지각’이라 불리는 일반적 시지각

지수(GVPI)이다(조용태 & 유경미, 2013). 

본 연구결과에서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인 시각

통합과 형태항상성의 원점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도형-배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군의 사전

종합척도지수가 79.64에서 사후에는 88.18로 대폭 향상되었고 그룹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시각-운동 통합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영역 중 따라그리기를

제외하고 시각-운동 탐색과 시각-운동속도의 원점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군의 사전 검사

종합척도지수가 69.82에서 사후에는 85.22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그룹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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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운동-감소 시지각 지수와 시각-운동 통합지수 두 지수의

결과를 종합하여 표준화 한 일반 시지각 지수(GVPI)는 운동군에서

사전에는 72.91에서 사후에는 85.82로 대폭 향상되었고, 그룹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전에 계획된 훈련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라 각각의 활동과 과제들을 수행하는 동안 시지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속성안구훈련 전략(장종수, 2014; 임애진, 

2011)을 적용하였고, 운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주변 환경에서 사전

정보를 탐색하고 추상적인 패턴과 형태(Rodrigues et al, 2002)를 읽어

내기 위한 보조 전략으로 사용된 Quiet eye training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S. Chiviacowsky(2013)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외적주의 초점 전략이

내적주의 초점 전략보다 운동을 학습하는데 더욱 효과적임을

규명해내었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도 모든 과제와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외적주의 초점 전략을 보조전략으로서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정확한 자세와 그립 방법에 대한 내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클럽과 공과 같이 외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여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수행된 전략들은 대상자들의 수행력 뿐만

아니라 조미현(2012)이 보고한 지적장애 학생의 낮은 동기 부여와 낮은

흥미와 같은 뚜렷한 특성들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시지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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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의집중

Reid와 Hresko(1982)는 주의집중을 내·외적 자극에 대해 의식을

집중하는 인지 활동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Kirk와 Chalfant(1984)는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선을

유지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주의집중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수행 간 주의집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Interactive 

Metronome(IM)을 사용하였다. IM은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신호음에

대한 정확한 반응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 시 헤드폰을 통해

들리는 일정한 소리에 맞추어 각 과제마다 요구된 동작을 수행 하게한다. 

총 14가지 과제를 수행하는데, 컴퓨터로 연결된 센서를 통해

15/1000초 이내 기록된 적중률(SRO%)을 주의집중으로 설정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살펴보면, 운동군의 사전검사 평균

적중률(SRO%)은 75.72에서 사후에는 114.54로 크게 향상되었고 그룹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군에서도

사전검사 평균 적중률(SRO%)은 98.81에서 사후에는 114.50으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신현균과 김진숙(2000)은 지적장애 학생의 특징으로 한 가지

과제에 전념하거나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최수희(2013)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시지각 훈련과 청지각

훈련을 통해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연속수행검사(CPT)를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인 IM은 측정시간이 약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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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연속수행검사(CPT)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요시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대상이 지적장애

학생이라는 점과 사용된 도구의 측정시간이 길어 측정 후반부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인

IM은 각 과제마다 다른 요구를 하는 동작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수행 해 내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신시옥, 2010; 최수희, 2013; Lamers et al., 2010)에서

사용한 주의집중 측정 방법은 행동에 대한 변화 관찰법, 

시각·청각자극에 대한 선별법(CPT), 스트룹 색상 단어 검사(Stroop 

color and word test)등과 같이 다른 측정도구를 통해 주의집중을

측정하였다. 이는 주의집중이라는 개념자체가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 한다는 Cohen

외(1993)의 주장과 주의집중의 측정방법도 다양하여 정확한 주의집중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Zomeren과 Brouwer(1992)의

연구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동군과 통제군 모두

사전 평균 적중률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6주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사전과 사후 측정간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사후 측정 전 대상자들이 사전에 측정한 수행 동작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된 학습으로 인해 결과에 미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운동군과 통제군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였지만 운동군에서 다소 큰

폭으로 향상되어 그룹 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6주간 24회 실시한 Adapted Golf Program이 지적장애

학생의 주의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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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 참여가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및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은 지적 장애 학생의

시지각 발달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6주간 총 24회 Adapted Golf Program은 지적장애 학생의

주의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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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와 현장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 환경의 제한을 이유로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 계획 시 환경을 고려하여

많은 수의 표본을 모집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제한을 이유로 무선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선할당이 이루어진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환경적인 이유로 6주간 24회, 70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골프는 실제 홀 플레이 수행 위해 넓은 장소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장소와 대상자 선정을 위해 S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특수학급의 정규 수업 시간 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학기 종료 내에 프로그램을 끝마쳐야 했기 때문에 총 6주라는 짧은

중재 기간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는데 짧은 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후 시지각 발달의 향상을 가져왔음을

고려한다면 추후에는 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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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변형된 골프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는 시지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종목을 통한 중재프로그램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내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골프 수행력 측정은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측정하지 않았지만,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수행력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레이저포인터기를 활용한

안구단속성훈련과 Quiet eye training은 시지각 발달 향상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략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적용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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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6-week 

adapted golf program on visual perception and attention among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ubjects were 27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voluntarily and were suited for the inclusion 

criteria for the current study in A and B city. Among the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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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ere diagnose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other 3 

students were diagnosed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 subject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n=11) and control group (n=16). 

The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70 minutes of adapted golf 

program which were conducted for 6-weeks 24 times at tennis 

court and small forest located in S high school. The control group 

was not provided adapted golf program. Both groups were measured 

on Korean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Adolescent 

(K-DTVP-A) and Interactive metronome (IM)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For statistical data analysis,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 was performed using Windows SPSS 23.0 

version program. The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p<.0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pying, Visual-Motor Search, 

Visual-Motor Speed items which are K-DTVP-A's subordinate 

items and it need to motor-involved visual perceptual skill. Except 

for Copying item, Visual-Motor Search (p<.01) and Visual Motor 

Speed (p<.01) items represen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Based on the three Items results, these are represented as visual-

motor integration index (VMII). So,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1) Second, Figure-Ground, Visual Closure, Form Constancy 

items which are K-DTVP-A's subordinate items need to motor-

reduced visual perceptual skill. Figure-Ground item represen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p<.05) but Visual Closure and Form 

Constancy item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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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items results, these are represented as motor-reduced visual 

perception index (MRPI). So,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results of VMII and MRPI, there are represented as 

general visual perception index (GVPI). So,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1). Finally, in the attention, significant improvement 

was observed on both groups. Although the experimental group 

score was represented on improvement,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adapted golf program has positive effects on the 

visual perce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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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프로그램 구성내용

(1) Full Sw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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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ipp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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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t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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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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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dapted Golf Score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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