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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체육수업상황에서 적용가능한 모형인 이해중심게임모형을 기

반으로 하여 이론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Newell(1986)의 제한요소중

심적 접근(constraints-led approach)을 근거로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에

게 변형골프중재를 제공하고 다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도자들에게 발달성협응장애에

대한 이해와 현장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적절한 교육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연구참가자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간한 DSM-5의 준거 4가지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운

동기능, 학업능력, 일상생활, 발달장애 유무, 지적능력의 평가를 통해 만

12~14세의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 총 5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중재방법 및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군 A,

12명에게는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를 실험군 B, 14명에게

는 기능중심모형 변형골프중재를 12주간 주 2회, 1회 70~90분 수업으로

총 24회 실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대조군은 아무런 활동에도 참여하

지 않았다.

학교환경에서 실시 된 12주의 그룹 중재활동 개입 후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운동능력(BOT-2, Pitching Task)과 공간시각화 및 뇌파에서

우뇌(FP2) 알파파(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상호작용에 대한 사

후검증결과 운동수행능력(BOT-2)의 12주 후 검사결과에서 이해중심게

임모형 그룹과 대조군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골프기술을 측정하

는 Nelson의 피칭테스트에서 6주 후 결과에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운동수행(BOT-2)의 경우 기능중심모형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는 발달

성협응장애 중학생의 교육적접근법에 있어 이해중심게임모형과 같은 하

향식접근법이 더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골프기술수

행에 있어 6주후 측정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운

동학습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스스로 기술수행이 저조하다고 느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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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운동에 흥미를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자

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현장지도자들이 교육방법에 대해 숙

고해야함을 의미한다. 공간시각화(PSVT:R)의 경우 이해중심게임모형 그

룹만이 사전 값과 12주후 측정결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공간

작업기억의 경우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에서 높은 효과크기(Cohen's d = 0.97)를 보였다. 발달성협응장애가

가지는 운동학습 결핍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해 공간시각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보였다는 것은 교육적 접근법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운동종목에 대한 비

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장지도자들이 올바른 교육적 접근방법 뿐

만 아니라 종목 선정에 있어 골프와 같은 정적인 운동을 통해 스스로 운

동을 계획하고 준비할 시간을 준다면 협응력의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도

충분히 체육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신체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뇌파의 경우 알파파

중 우뇌(FP2) 알파파에서만이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이해중심게임모형 그룹이 기능중심그룹(p=.048),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

(p=.000)가 있었다. 이는 제한요소중심적접근법이 학생들의 내적동기를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들의 심동적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에게 적합한 수준의 교육은 이들의 뇌를 변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된 뇌파의 증가는 운동뿐만 아니라

삶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발달성협응장애, 이해중심게임모형, 제한요소중심적접근, 운

동수행능력, 공간시각화, 뇌파

학 번 : 2015-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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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창시절 체육시간을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과거 이들을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학생’ ‘둔한 학생’으로 칭했지만 현재는 발달성협응

장애(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DCD)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Magalhaes, Missiuna, & Wong, 2006). 발달성협응장애의 출현율은 최소

5~6%에 달하며, 만성적이고 영구적인 상태로 일상생활 활동 및 운동학습

과 관련된 성취를 방해하는 운동손상이 특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운동협응능력의 손상으로 운동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아효능감 감소, 자아가치저하로 이어져 신체활동의 부족을 겪게

된다(Falk, 2017; Faught, Hay, Cairney, & Flouris, 2005; Tsiotra et al.,

2006). 이러한 문제가 성인기까지 이어질 경우 사회적 부적응과 정신적 문

제, 감정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Miller,

Polatajko, Missiuna, Mandich, & Macnab, 2001; Mandich, Polatajko &

Rodger, 2003).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와 다르게 국외에서는 이들의

지원을 위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발달성협응장애 대한 지원체

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운동기술중재(motor skill

intervention) 분야이다. 운동기술중재는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인지적·정서적·심리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Jane, Angus, Burnett, & Cindy, 2018). 연구의 대부분은 발달성협

응장애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특정 접근 방법

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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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Bottom-up)의 과정지향접근법(process-oriented approach; POA)과

하향식접근(Top-down)의 과제지향접근법(task-oriented approach; TOA)

이 있다(Wright, & Sugden, 1998). 과정지향접근법(POA)이 손상된 신체

기능의 회복을 통해 운동능력의 향상을 기대하는 반면 과제지향접근법

(TOA)은 운동학습이론의 관점으로 중재는 사람, 과제와 환경 사이의 상

호작용인 과제수행에 초점을 맞춰 활동수행과 참여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다(Schmidt, 1975; Polatajko, & Cantin, 2006). 발달성협응장애 대한

중재가 전통적으로 과정지향접근(POA)이었던 반면 현재는 과제지향접근

(TOA)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평가연구(review study) 및

메타분석(meta-analysis)연구들은 과제지향접근법(TOA)이 과정지향접근

법(POA)에 비해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능력향상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면서 중재방법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Hillier, 2007;

Armstrong, 2012; Smits-Engelsman et al, 2013). 이 같은 중재방법의 변

화는 중재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 과거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와 같은 임

상적 환경에서 중재를 실시한 반면 2012~2017년까지의 중재연구들을 분석

한 결과 67%가 학교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Jane, Burnett, & Sit,

2018).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수업은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생태학적 환경 중 가장 중요한 곳이다. 체육은 학생들의 신체활

동 수준(level of physical activity)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으로, 체육수업을 통해 스포츠가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지각된다면 이

를 통해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1). 하지만 스스로 운동기능이 부족하

다고 느끼는 발달성협응장애의 경우 오히려 체육 수업에서 수행수준이 드

러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구조화된 수업이 아니면 즐거움을 느끼기 어

렵다(Fitzpatrick, & Watkinson, 2003; Losse et al., 1991). 따라서 이들이

체육수업을 통해 신체활동 및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기 위

해서는 교사가 이들이 가지는 운동기능 문제를 인지해야하고 이들에게 보

다 더 적합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체육수업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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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rney et al, 2007).

전통적인 체육수업 방식은 스포츠 가치의 내면화를 통한 자율적 참여방

식이 아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한 기술과 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져

왔다(Anderson, & Barrette, 1978; Cheffers, & Mancini, 1978). 체육교육

과정의 운영 측면에서 나름의 효율성이 입증되었지만 지루하게 반복되는

수업내용은 동료학생과의 비교, 실패 경험의 반복 등 체육수업참여의 역

기능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운동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

는 발달성협응장애 학생들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체육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을 가지게 했다(김대진, 2010).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교육학자들과 교사들은 체육교육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

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지도방식 및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중 1982년 영국 Loughbrough 대학의

Bunker와 Thorpe에 의해 제안되어 체계화되고 있는 이해중심게임모형

(Teaching Game for Understanding; TGfU)은 기존 교육자 중심의 상향

식접근법(Bottom-up approach)에서 학생중심의 하향식접근법(Top-down)

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는 발달성협응장애의 교육적 접근방식의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중심게임모형(TGfU)의 특징은 구성주의 인식론에 기초하여

‘어떻게(how)' 중심의 반복연습이 아닌 ’왜(why)', ‘무엇을(what)'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게임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통해 인

지적 학습이 선행되면 기술실행과 같은 신체적 활동이 일어나고 이를 통

해 다양한 상황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Butler, & McCahan, 2005). Thorpe(1990)는 “이해중심게임의 기본 철학

은 수행자가 제한된 기술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기술조차도

매우 경쟁적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해중심게임모형(TGfU)은 학생

들이 학습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계획된 경험을 통해 높은 수준의

기능을 갖지 못한 학생들도 게임에 대한 전술적인 이해력을 갖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도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장점을 갖는다.

학생중심, 게임중심, 전술중심, 개념중심으로 요약되는 이해중심게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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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U)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와 체육지도자의 관심을 끌어 왔고 국내

외 연구자들을 통해 새로운 수업모형이 비장애 학생들의 수행력, 만족도,

내적동기, 인지적 및 정의적 발달 등에 있어 긍정적 수업효과가 검증되었

다(박상봉, 안양옥, 신기철, 2006; 이규일, 류태호, 2010; 최희진, 신재정,

2003; Allison, & Thorpe, 1997; Steptoe, & Butler, 1996; Díaz-Cueto,

Hernández-Álvarez, & Castejón, 2010; Griffin, Dodds, Placek, &

Tremino, 2001; Nevett, Rovegno, Babiarz, & McCaughtry, 2001). 이처럼

이해중심게임모형(TGfU)이 연구자들에 의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모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형게임의 제공 방식 및 이유

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후기 차시에 접어들수록 기술중심접근이 포함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해중심게임

모형(TGfU) 상황에서 어떻게 목표-지향적 행동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

론적 보완이 필요하다(Strean & Bengoechea, 2003). Newell(1986)이 제

시한 제한요소 중심적 접근(constraints-led approach; CLA)은 비선형 교

육학으로 이해중심게임모형이 추구하는 교육적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한요소 중심적 접근(CLA)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이끌어낼 때 명

확하고 처방적인 언어 또는 동작 지도가 제공되지 않아도 제한요소의 변

화를 통해 효과적인 협응형태와 의사 결정을 위한 행동의 경로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한다(Araujo et al., 2004; Chow et al., 2006)). 그러므로 이해

중심게임모형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능중

심접근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모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Newell(1986)이 제시한 세 가지 제한요소는 유기체(organismic), 환경

(environmental), 과제(task)로 체육상황에서 환경과 과제에 대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쉽게 제한할 수 있지만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유기체의 특

성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발달성협응장애가 가지는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인지신경학적 연구들은 발달성협응장

애의 운동문제를 시공간(visuospatial)과 관련된 정보처리기능의 손상과 연

관 지어 왔다(Wilson, Thomas, & Maruff, 2002). 그 중 공간시각화(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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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와 시공간작업기억(visuospatial working memory)과 관련된 연구

는 발달성협응장애를 이해하고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son et al., 2004). 공간 능력 계층 모델에 따르면, 회전 능

력은 공간 시각화 능력하의 세부 구조로 좀 더 심화된 구체적인 능력으로

정의된다. 공간시각화는 의도된 움직임의 내적 표상(internal

representation) 또는 내부모델(internal model)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발달

성협응장애의 경우 운동학습능력의 결핍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Wilson(2004)은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협응 문제를 공간시각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여러 연구들을 통해 같은 연령대의 대조군과 비교

하여 공간시각화와 관련된 과제에서 비정상적인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음

이 밝혀졌다(Katschmarsky et al., 2001; Lust, Geuze, Wijers, Wilson,

2006; Maruff et al. Williams, Thomas, Maruff, Butson, & Wilson, 2006;

Wilson et al., 2004; Wilson et al., 2001). 한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신체활동과 정신회전을 포함하는 공간시각화의 관계를 조

사했다. Jansen & Heil(2010)은 공간시각화능력과 일반지능(r = .440) 및

운동조절(r = .359)간에 상관관계를 발견하였으며,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공간시각화 능력이 더 우수함을 보여

줬다(Pietsch & Jansen, 2012). Blüchel, Lehmann, Kellner, &

Jansen(2013)은 8~10세 학생을 대상으로 2주간의 협응력트레이닝을 통해

공간시각화능력을 향상시켰음을 보고했다. 이는 다양한 움직임 및 신체활

동량의 증가가 시공간능력을 향상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달성협응장

애가 겪는 인지적 문제를 운동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처럼 발달성협응장애는 인지영역에 다양한 결핍을 보이지만, 운동중재를

통해 이들의 억제제어(inhibitory control)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낸

Tsai(2009)의 연구를 제외하면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이들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이를 반영하고 검증해야 함을 의미한

다.

실제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상상하게 되면 원심

성 신경복사(efference copy)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내적표상(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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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의 개발에 효과적인데 골프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요

인들에 대하여 응용력을 활용한 창조적인 기량을 요하는 스포츠로 활동

자체에 시각적 상상작업이 포함되어 있다(Wolpert ,& Kawato, 1998;

Ahmed, & Wolpert, 2009; Jäncke, Koeneke, Hoppe, Rominger, &

Hänggi, 2009). Schachten과 Jansen(2015)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골프

트레이닝을 시킨 결과 이들의 공간시각화능력, 시공간작업기억능력

(visuo-spatial working memory) 및 균형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특히 골프는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할 준비가 되는 시간을 허용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이미지화가 가능하다. 이는 동작계획(action

plan)능력에 문제를 보이는 발달성협응장애에게 더 많은 정보처리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피드백(feedback)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inger, 2000; Asonitou, Koutsouki, Kourtessis, & Charitou, 2012). 하지

만 체육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골프수업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

의 한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

된 변형골프는 기존골프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인 필드경험을 대체 하는

등 학교현장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변형골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운동수행능력 상·중·하 중학생 6명을

대상으로 변형골프의 가능성에 대한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들 모두 경기를 통해 규칙을 인지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

하고 왜 필요한지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밝

히면서 체육수업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김낭규, 2018).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0주간의 변형골프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운동수행, 타이밍능력 및 시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

였다(김동민, 이용호, 2017; 임상훈, 김동민, 이용호. 2018). 이는 발달성협

응장애 학생과의 긍정적인 통합체육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발달성협응장애를 위해 이루어진 대부분의 운동기술중재연구들은 아동

및 초등학생의 낮은 운동수행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본움직임기술기반

활동과 특정 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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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ett, & Sit, 2018). 이러한 중재를 통해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수행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달성협응장애가 인식되지 않고 있고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 사실상 이들

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체육수업은 발

달성협응장애 학생들의 운동문제를 완화하고 스포츠참여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모형에 대한 검증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

험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운동학습이론을 접목시켜 검증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육수업상황에서 적용가능한 모형인 이해중심게임모

형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Newell(1986)의 제한

요소중심적 접근(constraints-led approach)을 근거로 발달성협응장애 중학

생에게 변형골프중재를 제공하고 다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효과

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도자들에게 발달성협응장애

에 대한 이해와 현장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적절한 교육적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2주간 이해중심게임모형에 기반한 변형골프중재를

제공하여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운동수행, 인지기능

및 뇌파 검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학

교체육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모형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Newll(1986)의 제한요소 중심적 접근을 적용, 변형골프중재를 제공하여 발

달성협응장애 중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과

학적인 검증을 통해 이들이 가지는 운동학습 문제를 완화하고 참여를 이

끌어 낼 수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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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

다.

· 중재 기간에 따라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과 기능중심모형집단의 운동

수행능력(BOT-2)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중재 기간에 따라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과 기능중심모형집단의 골프

기술수행(Nelson Pitching Task)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중재 기간에 따라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과 기능중심모형집단의 공간

시각화(Perdue Spatial Visualization Test : Rotations)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중재 기간에 따라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과 기능중심모형집단의 시공

간작업기억(Corsi-Block Tapping Task)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중재 기간에 따라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과 기능중심모형집단의 뇌파

(Brain Wave)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S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발달성협응장애는 진단준거에 의해 BOTMP-2 하위 15%

의 학생으로 한다.

셋째, 실험군 B의 운동프로그램은 기능중심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로 한다.



- 9 -

넷째, 발달성협응장애는 이질집단(heterogeneous Group)으로 모든 문제를 고

려하지 않는다.

5. 용어의 정의

가. 발달성협응장애(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발달성협응장애는 운동협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로 본 연구에서의

정의는 미국정신의학회(Amef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발간

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 의거하여 운동기능 검사(BOTMP-2) 평가

결과 백분율 15% 이하이고, 담임교사의 교육과정의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부모 및 체육교사에 의해 실시된 DCDQ-K 설문검사 결과 일상생활에 문

제가 있고, 다른 발달장애가 없으며, 지능검사 결과가 70이상인 학생을 말

한다.

나. 운동수행 : BOTMP-2(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2)

BOTMP-2 검사도구는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BOTMP-2는 나이에 따라 성장하는 운동능력의 성숙도를 실제로 측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운동손상이나 발달성협응장애 진단을 위

한 운동능력을 측정하는데 유효하게 사용되고 그들의 교육적 조치를 위해

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Faught, Hay, Flouris, & Cairney, 2005).

본 연구에서는 BOTMP-2 단축형 검사(Short Form)를 사용할 것이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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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검사영역은 소근-운동 정확성(Fine Motor Precision), 소근-운동 통합

(Fine Motor Integration), 손 기민성(Manual Dexterity), 양측협응

(Bilateral Coordination), 균형(Balance), 달리기&민첩성(Runnig Speed

and Agility), 상지협응(Upper-Limb Coordination), 근력(strength)으로 구

성되어 있다. 검사소요시간은 약 15분∼20분이다.

다. 인지능력

1) 공간시각화

초기 지능이론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회전 능력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

하게 정의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회전 능력을 2차원 또는 3차원의 사물

을 머릿속으로 마음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인지 능력으

로 정의한다(Guay 1976; Guay 1980; Linn, & Peterson, 1985). 공간 능력

계층 모델에 따르면, 회전 능력은 공간 시각화 능력하의 세부 구조로 좀

더 심화된 구체적인 능력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회전의 시

각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퍼듀 공간 시각화 검사: 회전의 시각화(The

Purdue Spacial Visualization Tests: Visualization of Rotations, the

PSVT:R)(Guay, 1976; Yoon, 2011)의 개정판(The Revised PSVT:R)을 사

용할 것이다. 공간시각화는 의도된 움직임의 내적 표상(internal

representation) 또는 내부모델(internal model)을 생성하는 능력의 결함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공가시각화는 움직임표상의 구조를 조사하

는데 훌륭한 도구이다(Jeannerod 1997).

2) 시공간 단기기억 : Corsi Block Tapping task

Corsi는 시공간 단기 기억(visuo-spatial working memory)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작업 기억을 반영하기도 한다. 언어적 능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시공간적인 과업 능력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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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myth, Pearson, & Pendleton, 1988). 시공간작업기억과제는 능동적

운동구성 요소 및 과제 처리와 관련하여 학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발달성협응장애의 경우 시공간작업기억에 결핍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있다

(Alloway & Temple, 2007).

라. 뇌파

본 연구에서 뇌파의 해석은 알파파(α) 및 저베타파(low-beta, β)를 중심

으로 한다. 알파파는 주파수 8-12.99Hz에서 심신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파이며 “안정파”라고도 불린다. 특히 사람 뇌파의 대표적

인 성분으로, 뇌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편

안한 정서상태에 있을 때 뇌에는 느린 뇌파(7~13 사이클/초)인 알파파가

가장 잘 나타난다. 저베타파(Low-beta)는 주파수 13-20Hz 안정된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집중 상태로써 분석적, 외부 지향적 사고를 나타내며, 김용

진(2000)의 연구에서는 우뇌의 저베타파 활성은 심상(心想)작용의 활성화

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발달성협응장애의 정의, 진단 기준 및 출연율

가. 발달성협응장애의 정의

인간의 움직임은 정해진 신체활동을 위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운동 능력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원활한 신체활동 참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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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

들은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운동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운동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스포츠 지도자들은 이러한 학생들을 “운동신경이 없는 학생” 또는

“운동기능이 떨어지는 학생”이라고 부르며(최승오, 1998), 기질적인 이상이

나 지각 및 운동기능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생

각하는 경우가 있다(양한나, 김의수, 2007).

일반적으로 운동기능이 부족한 학생들은 정상적인 운동발달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운동발달과 관련하여 고려되고 있는 신경학적 문

제들이 나타나지 않는다(최승오, 1998; Wall, Reid, & Paton, 1990). 이러

한 학생들의 상태를 연구자들은 “움직임이 둔한 아동: clumsy

children”(Dare, & Gordon, 1970; Geuze, & Kalverboer, 1994; Keogh et

al., 1979; Lord, & Hulme, 1987; Losse et al., 1991), “움직임이 둔한 증후

군아: clumsy child syndrome”(Gubbay, 1975), “협응문제, 협응곤란:

coordination problems or difficulty”(O’Beirne, Larkin, Cable, 1994;

Sugden, & Henderson, 1994), “움직임 기술의 문제: movement skill

problem”(Sugden, & Sugden, 1991), “움직임 문제, 움직임 곤란:

movement problems or difficulties”(Sugden, & Keogh, 1990; Wright et

al., 1994), “시각운동 기능부전: preceptuo-motor dysfunction”(Laszlo et

al., 1988), “통합운동장애: dyspraxia”(Iloeje, 1987; McGovern, 1991;

Walton et al., 1962), “발달성협응장애: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Amef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1994, 2000; Henderson,

1992; Hoare, 1994; Missiuna, 1994; Mon-Williams, Pascal, & Wann,

1994;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a, 1992b, 1993; Wright, &

Sugden, 1997) 등의 용어로 사용하였다.

미국정신의학회(Amef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발달성협응

장애: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운동 기능의 특이적 발달 장애: 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 of Motor Function”를 정식 진단명으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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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운동협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발달성협응장애: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최유진, 김

경미, 2008; Magalhaes, Missiuna, & Wong, 2006). “발달성협응장애: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의 경우 운동협응의 부족이 초래하

는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영향이 신체활동 그 자체의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간한 정신의학분류인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Ⅳ)에 포

함된 경위가 되었다(송호준, 이상복, 강경희, 이은진, 2009).

나. 발달성협응장애의 진단 기준

운동협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에 대하여 미국정신의학회(Amef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발달성협응장애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운동기능의 특이적 발달장애로 분류하고 있

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간한 정신장

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DSM-4)의 진단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DSM-Ⅴ에서의 발달성협응장애(DCD)의 진단 기준(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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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성협응장애를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의 진단과 편람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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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준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진단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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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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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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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툰 글씨 쓰기 등으로 나타난다. B)기준 A항목의 장애가 학업 성취나 일

상생활의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C)증상의 발현이 발달단계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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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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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strophy, Degenerative disorder)에 기인하지 않는다.

다. 발달성협응장애의 출현율

발달성협응장애의 출현율은 5∼9%로 보고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학령기

아동의 5∼10%는 운동기술의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Niemeijer,

Smits-Engelsman, & Schoemaker, 2007), 이러한 어려움으로 학교생활 참

여에 제한을 받는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다(Miller, Polatajko, Missi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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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ich, 2001). 발달성협응장애의 출현율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기에 작게는 3%, 많게는 22%에 달한다

고 보고하였다(Cermak, & Larkin, 2001). 또한 남녀의 비율의 경우 남자

가 높으며, 높게는 3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Sugden, & Henderson, 1994).

발달성협응장애(DCD)의 출현율은 진단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진단 기준, 방법, 절차가 엄격할수록 출현율이 낮게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별 발달성협응장애의 출

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국가별 발달성협응장애의 출현율

국가 유병률 남성:여성 비율 진단 방법 출처

싱가포르

(6∼9세, 427명)
DCD 4% 미기재

MABC checklist

MABC test

Wright &

Sugden(1996)

스웨덴

(7세, 818명)

중도 DCD 4.9%

경도 DCD 8.6%

중도 DCD 4:1

경도 DCD 7:1

교사 인터뷰

부모 인터뷰

Kadejo &

Gillberg(1999)

캐나다

(11.46세, 591명)
DCD 8% 미기재 BOTMP-SF

Tsiotra et

al.(2006)

그리스

(11.3세, 329명)
DCD 19% 미기재 BOTMP-SF

Tsiotra et

al.(2006)

영국

(7세, 6990명)

중도 DCD 1.8%

경도 DCD 4.9%

중도 DCD 1.9:1

경도 DCD 1.7:1

MABC test

handwriting,

ADL설문지

병원진단

지능검사

Lingam, Hunt,

Golding,

Jongmans, &

Emond(2009)

* MABC(Movement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BOTMP-SF(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2. 발달성협응장애의 원인과 특징

가. 발달성협응장애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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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on(1937)은 어둔함의 주요 요인을 뇌손상으로 보고 유전과 환경 사

이의 조절을 통한 운동발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신경학자들의

영향으로 운동계획력 부족 혹은 운동협응 결핍의 원인을 미세신경손상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특별히 운동학습은 언어, 글씨쓰기와 신체

움직임이 관련 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Wall, Reid과 Paton(1990)은 발달성협응장애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뇌기능과 구조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뇌의 운동수행과 계획에 관련된 영

역의 문제로 지목하였고, Jongmans 등(2003)은 운동협응의 문제는 의학적

상태의 문제가 아니며, 미성숙의 원인과 그리고 약간의 신경학적 손상으

로 보고 있다.

나. 발달성협응장애의 특징

1) 신체적 특징

발달성협응장애(DCD) 학생은 단순히 움직임이 약간 둔하거나 일상생활

에 필요한 신체활동을 배우는 것이 느릴 수 있으며, 다양한 운동기술을

학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다. 예를 들어 발달성협응장애(DCD) 학

생이 단추를 누르거나 끈을 매는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행동이 매우 느리

며 잘못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칼로 자르거나 직선을 그리거나 공을 받

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할 때, 울거나 긴장됨을 보여주는 학생들도 있다.

특정 학습과제를 피하려고 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해당 방법을 보여주려고

할 때 도망가려는 학생들도 있다. 어떤 아동들은 거의 모든 활동에 어려

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아동은 대근운동(걷기, 달리기, 계단 오

르내리기, 점핑, 공차기, 스케이팅, 던지기, 받기, 스포츠 활동)과 소근운동

(수저 사용하기, 양치질, 머리 빗기, 옷 벗고 입기, 단추 매기, 짚 잠그고

열기, 단추 달기, 운동화 끈 매기, 용변 뒤처리, 가위질, 바늘에 실 꿰기,

용구 사용)과 같은 특정 몇몇 과제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최승오,

199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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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성협응장애(DCD) 학생의 가장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은 운동발달의

지연에서 비롯된 협응력의 저하이다. 발달성협응장애(DCD) 학생은 물건을

잘 떨어뜨리거나 다른 사람과 자주 부딪치며, 잘 넘어질 수 있다(최승오,

1998). 이러한 아동은 운동 수행을 위해 새로운 운동 기능을 습득하거나

운동 계획을 구성하는데 문제를 보이며(정현채, 2009; Hulme et al., 1982;

Laszlo, & Bairstow, 1988; Pick, & Coleman-Carman, 1995; Smyth &

Mason, 1997), 운동 협응이 원활하지 않아 환경적 변화에 대한 순응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정현채, 2009; Wilson, & McKenzie, 1998, Geuze, 2005).

발달성협응장애(DCD) 아동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 아동에 비하여 운동 수

행이 느리고(consistently slower), 부정확하고(less accurate), 정밀하지 않

고(less precise), 지속력이 떨어진다(less consistent)고 보고되고 있다

(Huh, Williams, & Burke, 1998; Smits-Engelsman, Wilson, Westenberg,

& Duysens, 2008). 발달성협응장애(DCD) 아동 중 일부는 손과 손가락 협

응력(Case-Smith, & Weintraub, 2002), 눈과 손의 협응력(Sigmundsson,

& Whiting, 2002)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발달성협응장애(DCD)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허리둘레, 체지방률이 높게 나타난다(Hands, Lakin,

Paker, Straker, & Perry, 2009; Tsiotra, Nevill, Lane, & Koutedakis, 2009).

발달성협응장애(DCD) 학생은 심폐 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무산소성 운

동능력이 일반 학생에 비하여 저조하게 평가되며(Rivilis et al., 2011), 유연

성의 경우 낮은 운동수행력과 부적상관성을 보고한 연구(Cantell, Crawford,

& Doyle-Baker, 2008)와 상관성이 없는 연구(Castelli, & Valley, 2007;

Tsiotra et al., 2006)가 보고되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발달성협응장애

(DCD) 학생의 신체활동은 반구조화된 설문지, 심층면담, 신체활동량 측정기

등의 형태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일반 학생에 비하여 낮은

신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ivilis et al., 2011).

2) 심리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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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협응의 문제는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스포츠 참여의 어려움 정도로

생각되어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일차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차적으로 정서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송호준, 이상복, 강경희,

이은진, 2009). 발달성협응장애(DCD) 아동들은 운동 참여의 어려움, 주의

력 결핍, 학습문제를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된다(Cantell, Smith, & Ahonen, 2003; Hadders-Algra, 2003).

발달성협응장애(DCD)는 사회적, 정의적 영역의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최승오, 1998). 정의적 영역의 문제가 움직임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 시키

기보다는 움직임과 관련된 문제들이 정의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만(Wall, Reid, & Paton, 1990), 자신감 부족과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신체활동을 제한하고 운동기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성협응장애(DCD) 학생은 운동기능을

필요로 하는 신체활동에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나게 되며, 움직임 관련 문

제와 정의적 문제의 연관성은 단방향성이라기보다는 상호관계를 가지는

양방향성 관계를 갖는다고 판단된다(최승오, 1998).

발달성협응장애(DCD) 학생은 현저하게 낮은 운동수행 능력으로 인해 신체

활동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신체활동 및 스포츠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서 신체활동의 참여가 제한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

다(양한나, 김의수, 2007). 발달성협응장애(DCD)는 아동의 사회적 통합과 자

아개념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Skinner, & Piek, 2001), 이러한

문제는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직장 내 부적응,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asmussen, & Gillberg, 2000).

운동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학생들은 체육수업과 스포츠 경쟁활동을 즐

기지 않으며, 체육대회가 있는 날 무단결석을 하기도 하며, 신체활동에서 난

처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바보처럼 행동하거나, 신체활동 보다는 학업에 열중

하거나, 신체활동 시에 공격적으로 활동하거나, 여러 변명으로 신체활동을 회

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Gubbay, 1975).

신체활동과 스포츠 참여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서구문화권에서는 발달성

협응장애(DCD) 아동을 대상으로 자존감, 또래관계 형성, 정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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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적,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양한나, 김의수,

2007). Cratty, Ikeda, Martin, Jennett, & Morris(1970)의 연구에 의하면

발달성협응장애(DCD) 아동들은 또래 아동에 비하여 자존감이 낮고 사회

성이 부족하며 자신이 덜 행복하고 인기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운동기능이 낮은 아동의 경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부정적인 피

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성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최승오, 1998).

3. 발달성협응장애의 결핍가설(deficit hypothesis)

가. 내부모델결핍가설(internal model deficit hypothesis)

DCD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설들 중 최근 DCD의 운동조절장애를 설

명하는 중요 가설로 internal modeling deficit(IMD) 가설을 들 수 있다.

internal model dificit(IMD) 가설에 따르면, DCD를 가진 학생들은 예측운

동제어(predictive motor control)를 이용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다

(Wilson, & Butson, 2007; Wilson et al., 2013). internal model은 느린 속

도로 전해지는 감각운동피드백(sensory-motor feedback)을 이용하기 전에

운동의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실시간 정보를 통해 운동 시스템의 안정성

을 제공하여 실시간 온라인 보정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Hyde, &

Wilson, 2011). 만약 이 제어 모델에 기능 장애가 오게 되면 학생들의 운

동학습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DCD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DCD 학생들은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움직임이 특징이며 시각적 피드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간주

된다(Wilson et al., 2013). DCD 학생들의 이와 같은 운동패턴은 최근 뇌

과학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실제 감각 피드백을 포워드 모델(forward

model)과 사지위치의 추정지와 비교한 연구는 DCD 학생들의 운동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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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뇌 및 바닥핵과 두정엽의 손상 또는 지연된 정보처리능력과 관련 있음

을 입증하였다(Desmurget, & Grafton, 2003).

Forward internal model의 과정은 <그림 4>에 묘사되었다.

Kawato(1999)에 따르면 내부 모델은 운동장치의 입력 또는 출력기능을

모방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한다. 운동 계획이 만들어지면 운동 명령이

운동피질에 생성되고 척수를 통해 몸으로 전달된다(Tresilian, 2012). 이

운동명령의 원심성 복사가 병렬로 생성되어 두정엽 및 관련 네트워크에

전달된다(Bubic, von Cramon, & Schubotz, 2010). 이러한 네트워크는 실

시간 감각 피드백에 의해 제공되는 예상 추정치간의 비교 프로세스를 지

원한다. 또한 예측의 오류는 감각 피드백 제어에 있어 진행 중인 행동을

조정하기 위한 입력 신호로 사용되며(Hyde, & Wilson, 2011)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어 및 오류 수정 프로세스가 반복이나 학습 경험에 대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교육신호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내부 모델(internal model)의 개발은 관련 이펙터(effector) 시스템에 특

화되는 경향이 있지만(Kawato, 1999; Miall, & Wolpert, 1996), 관련 운동

유형 전반에 대한 어느 정도 일반화되기에 충분히 유연하다. 예를 들어,

전두엽 모델 시스템은 뇌간 회로에 위치한 안구 운동 제어 및 표적 지향

적 수동 작동을 위해 제안 된 시스템으로 실제로 분리 가능 하지만 중첩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Davidson, & Wolpert, 2005). 내부 모델은 반

복적 연습을 통해서 적응(adaptation)이 가능한데(Wolpert, & Kawato,

1998; Wolpert et al., 1998; Ahmed, & Wolpert, 2009) 이는 내부 모델이

운동의 기본 요소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내부 모델은 운동 행동 및 운동학

습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Wolpert, & Kawato, 1998). IMD 가설은 현재

DCD를 가진 학생들이 시공간 주의집중력, 눈 움직임의 예측 제어, 사지

및 물체의 정신회전과제, 그립력 제어 및 예측성 자세 조절, 움직임의 실

시간 자세 조절을 포함하는 페러다임 세트를 사용하여 테스트 되었다

(Tsai et al., 2009; Wilmut et al., 2007; Wilson, & Maruff, 1999; Wilso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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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Forward model of motor control(adapted from Bubic, von

Cramon, & Schubotz, 2010)>

나. 소뇌결핍가설(cerebellum deficit hypothesis)

소뇌는 개개 근육 활성화의 정확한 순서와 시간조절을 보장하는 시간조

절 장치, 새로운 운동기능의 습득과 기억에 참여하는 학습장치, 복잡한 다

관절 또는 사지 동작의 구성요소들을 종합하는 협응장치, “운동계획”으로

수행되는 동작 중에 나타나는 오류들을 비교하는 비교기, 또는 이러한 모

든 장치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소뇌는 대부분의 뇌영역 중에

서 가장 느리게 발달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에 특히 취약하다(Giedd, 2001;

Griffiths et al., 2004; Huttenlocher, 1990). 소뇌의 발달이 지연되게 되면

운동협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물연구에 의하면 뇌가 성장하는 시기

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적은

시넵스와 서투른 운동행동을 장기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msbergen, & Westerga, 1992). 비협응적인 움직임에서의 소뇌의 직접

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암시하는 것

은 DCD 아이들의 운동손상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여겨질 수 있다. 움

직임 상황에서 운동과제 수행시 발달성협응장애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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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euze, & Kalverboer, 1987; Ivry, 2003; Lundy-Ekman et al., 1991;

Williams, Woollacott, & Ivry, 1992). 알려진 바와 같이 소뇌는 장기간의

감각운동 표상을 저장하는 적응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Imamizu, Kuroda, Miyauchi, Yoshioka, & Kawato, 2003;

Imamizu, Kuroda, Yoshioka, & Kawato, 2004; Imamizu et al., 2000). 많

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소뇌병변환자들은 감각운동과 이와 관련된 적응행

동에 손상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o, Block, Clark, et al., 2008;

Earhart, & Bastian, 2001; Lang, & Bastian, 2002; Morton, & Bastian,

2004, 2006). 발달성협응장애는 시각운동적응의 결함이 보고되었고 운동적

응영역에서 비장애아동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agerer et al., 2004). 이러한 결과들은 DCD아동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

는 과제에 비해 갑작스러운 시각운동방해 과제에서 내적모델(internal

model)의 발현이 늦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운동학습은 움

직임 계획과 움직임 결과의 차이의 신호들을 분석하면서 이루어진다. 소

뇌는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 바닥핵결핍가설(Basal ganglia deficit hypothesis)

바닥핵은 척수로부터 직접적인 입력을 받지 않고, 출력을 내보내지 않는

다섯 개의 큰 피질하핵들(subcortical nuclei)로 구성된다. 수의적 운동제어

에서 바닥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대개 임상적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바닥핵의 장애가 비록 마비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불수

의적 동작으로부터 동작의 결핍이나 동작의 느려짐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른 임상적 양상을 야기한다. 이러한 임상적 관찰 때문에 과거에는 바닥

핵이 추체로계(pyramidal system:피질척수로)와 병렬적으로 그리고 독립

적으로 운동제어에 참여한다고 생각되었던 추체외로계(extrapyramidal

system)의 주요 구성요소로 가정되었다. 바닥핵의 기능은 운동제어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인지적 및 정서적 기능에도 역할을 수행한다. 운동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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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동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닥핵은 시상핵과 함께 대부분의

대뇌피질보다 빠르게 성숙한다(Chugani, Phelps, & Mazziotta, 1987;

Huttenlocher, 1990). 발달성협응장애가 바닥핵의 결핍과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들은 힘 조절 및 연속적 운동학습에 근거를 두고 있다(Pitcher, Piek,

& Barrett, 2002; Smits-Engelsman et al., 2008; Gheysen et al., 2011).

힘 조절 과제(force control task)를 통해 바닥핵 결핍을 검증한 연구들은

발달성협응장애가 파킨슨장애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Contreras-Vidal, & Buch, 2003).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손가

락의 힘 조절 능력을 평가한 연구에서 비장애 아동에 비해 더 큰 변화를

보이고 부적절한 힘 조절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liveira, Shim,

Loss, Petersen, & Clark, 2006; Jucaite et al, 2003).

4. 발달성협응장애의 교육적 접근법

과거 40년 동안 발달성협응장애를 위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및 중재프

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교육적 접근 방법으로 크

게 상향식 접근(Bottom-up)의 과정지향접근(process-oriented approach)과

하향식접근(Top-down)의 과제지향접근(task-oriented approach)으로 분류

할 수 있다(Sugden, & Wright, 1998). 발달성협응장애에 대한 중재가 전

통적으로 과정중심이었던 반면 현재는 과제지향접근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정지향접근은 발달성협응장애가 경험하는 움직임과 관련된 서투름과

어려움이 감각기능 ,기억, 주의력, 계획 및 운동 프로그램 형성, 감각통합

능력의 불완전함의 결과로 보고 중재의 목적을 손상된 신체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Polatajko, & Cantin, 2006, Laszlo, & Bairstow, 1985; Laszlo

et al., 1988). 이러한 접근법에는 Laszlo, Bairstow, Bartrip와 Rolfe(1988)

에 의해 개발된 운동감각 트레이닝(kinesthetic training)과 Ayres(1972)에

의해 발전된 감각통합치료(sensory integration therapy)가 있다. 해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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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 접근법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후속연구들은 발달성

협응장애의 손상된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있어

서 과제지향접근법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입증하지 못하였다(Mandish,

Polatajko, Macnab, & Miller, 2001).

과제지향접근은 기본적인 발달과정에 중점을 두지 않고 과제 자체에 집

중하여 운동기술의 획득이 촉진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Schmidt,

1975). 중재 전략은 발달성협응장애가 어려움을 초래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enderson, & Sugden, 1992; Revie, & Larkin, 1993; Wright,

& Sugden, 1998). 이 방법은 운동학습이론 관점으로 운동조절과 운동기술

획득과정을 설명한다. 중재는 사람, 과제와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인 과제수

행(task performance)에 초점을 둔다(Polatajko, & Cantin, 2006). 이러한

접근법에는 네덜란드 소아물리치료사에 의해 개발된 신경운동과제훈련

(neuromotor task training)와, 캐나다 Missiuna, Mandich, Polatajko, &

Malloy-Miller(2001)에 의해 개발된 인지지향 일상작업수행(cognitive

orientation to daily occupational performance) 접근, 싱가포르의 Wright

과 Sugden (1997)에 의해 개발된 인지-운동 접근법(cognitive-motor)이

있다(Henderson, & Sugden, 1992, Smits-Engelsman, Niemeijer, &

Galen, 2001). 신경운동과제훈련(neuromotor task training)은 인지신경과

학접근에 기초하여 움직임의 요소들을 통합하고 운동훈련 측면을 고려한

다. 반면 인지지향 일상작업수행(cognitive orientation to daily

occupational performance)은 대상자의 운동학습(motor learning)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전략을 가르친다(Niemeijer, Smits-Engelsman, &

Schoemaker, 2007). 또한 수행기초와 대상자 중심 개념을 바탕으로 전략

을 사용하는 인지과정을 통해 기술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해결 접근법

이다. 인지전략사용, 일반화, 학습의 전이 부분에서 신경운동과제훈련 접

근과 구분된다(Polatajko, & Cantin, 2006). 모든 과제중심접근법의 공통적

인 목표는 단계적인 과제학습을 통해 전체적인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조

직화함으로써 활동수행과 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이다(Polatajko, & Cant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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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 아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기능적 트레이닝(functional training)

을 한 후 운동 능력, 정서적 안녕 및 체력 양상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Ferguson, Jelsma, Jelsma, & Smits-Engelsman, 2013; Hammond, Jones,

Hill, Green, & Male, 2014).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

된 연구에서, 과제지향접근의 운동프로그램(Animal Fun)이 운동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고 여학생들과 비교 했을 때, 남학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개선을 보였다(Piek et al., 2013). 마찬가지로, 발달

성협응장애 아동에게 과제지향접근과 목표 지향적 활동을 적용한 연구에

서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운동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açola,

Romero, Ibana, & Chuang, 2016). 유사하게, 8 주간의 기능적 기술 트레

이닝으로 인해 발달성협응장애 아동에게서 지구력, 유산소성 수행능력 및

운동내성이 향상되었다(Farhat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DCD 집단에

서의 과제지향접근법 위주의 중재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Preston et

al., 2017; Smits-Engelsman et al., 2013).

5. 기능중심모형(Technical Model)의 문제점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게임수업을

실천하고 관찰한 Bunker와 Thorpe(1986)은 기능중심수업이 비생산적이라

고 생각했다. 게임수업을 관찰한 결과 아래와 같은 기능중심수업의 문제

점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기초기술연습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성공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점.

· 게임에 대한 안목을 거의 길러주지 못하는 점.

· 기능습득이 경기상황에 전이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몇 가지 기술

들을 익히게 되지만 적응 또는 전이성이 거의 없으며,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점.

· 학생이 의사결정을 교사 또는 코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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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관찰자가 되는 능력과 지적인 운영자가 되는 능

력을 거의 길러 주지 못한 점.

· 학생들이 수업에 낮은 동기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학생들은 게임은

언제 하는가를 묻곤 한다).

Bunker와 Thorpe(1982)가 관찰한 게임수업은, 성공경험 부재·게임 안목

형성 실패·기술의 경기 상황으로의 전이 부재·지도자 중심·지적인 능력 배

양의 실패·낮은 동기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원인을 Bunker와

Thorpe(1982)는 “게임수업에 대한 전통적 현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기

능에 집착하고 있는 게임 수업의 관행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게임수업을 하면서 기능에 집착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

게 되었을까? 기능중심게임수업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

까? 그 답은 스포츠의 근대화과정, 체육교육과의 발달과정, 교사교육기관

의 커리큘럼, 체육지도자의 훈련경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스포츠의

근대화과정에서 기능중심의 발전과정에 흔적을 찾아본다. 축구, 농구, 배

구 등과 같은 전통적인 근대 스포츠 종목의 발전과정은 종목별 발전으로

상징된다. 하나의 종목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민속스포츠(fork sports)로

존재하던 종목이 성문화를 거쳐 근대화되는 과정이 종목별로 이루어졌다.

각 종목이 발전을 꾀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통일된 규칙을 마련

하고 종목별 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종목을 즐기는데 필요한 기능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져 종목별 교재의 대부분은 기본기능을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행을 더욱 강화한 사건은 1960년대 중반에 진행된 “체육학문

화운동”이다. 체육은 ‘기능중심학과’이며, 모든 기능중심학과는 대학교육과

정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하버드대학의 총장이었던 James

Conant로부터 제기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체육을 하나의 학문영

역으로 발전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진행되었고, 그런 노력 중에 하나의 흐

름으로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학습 등과 같은 하위학

문영역이 발전하였다(최의창, 1999). 이러한 흐름은 학교체육에서 눈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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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적 성과인 기술획득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및 평가 방법

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술획득의 문제는 실험의 설득력을 강화하

는 계기가 되었다. 기술획득의 문제는 실험의 설득력을 얻는 수단이었고,

기술에 대한 연구는 게임 상황과 무관하게 분리된 채로 연구되었다. 객관

적인 측정과 평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게임의 다른 측면보다 수량화하기

적당한 것이 ‘고립된 기술(isolated skill)'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고립

된 기술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체육지도자들이 게임의 기능적인 측면을 어

떻게 구성해야 할지를 알기가 쉬워졌다.

스포츠 종목의 발전, 학문화운동의 영향은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예비교

사교육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교수방법론 수업에서 예비교사들

은 도입활동, 기술연습, 게임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형식에 맞추어 쉽고 분

명하면서 문서화된 수업절차를 배우는 일이 많아 졌고, 게임의 다양한 상

황적 요소보다 기능에 더 쉽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명령적, 과제 제시

형 스타일이 선호되었다. 수업에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예비교사들은 가

르치는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획득해야만 했고, 게임을 고립된 기능으

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게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은 체육지도자는 두려움

을 갖게 된다. 다른 체육지도자들처럼 기술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

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

중심수업은 게임수업을 실천하는 체육지도자에게 가장 잘 하는 게임수업

또는 본질적인 게임수업으로 고정화되고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인

식에 대한 반성으로 기술에서 전술로, ‘어떻게’에서 ‘왜’로 접근 방식을 취

하는 이해중심게임모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이병준, 이주욱, 한우진,

2007).

6. 이해중심게임모형(TGfU)의 원리

이해중심게임모형은 Bunker와 Thorpe에 의해 1982년 처음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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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중심게임모형의 6단계모형 [그림 2]은 게임 상황에서 수행향상과 의

사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6단계로 설계되었다. 그 이후 이해중심게임모형

의 교육과정 틀과 교수-학습 모형으로서의 구성요소들이 연이어 발표되면

서 이해중심게임모형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그림 2] 이해중심게임 모형

1단계는 변형게임으로 시작한다. 변형게임은 학습자의 발달수준을 고려

해야 한다. 또한, 변형게임은 하나의 게임 상황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전술

적 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Grehaigne와 Godbout(1998)는, 이해중

심게임모형에서 변형게임은 규칙, 경기장, 경기인수 등을 변형하여 학생이

풀어야할 어떤 전술적 행동과 기술을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

다.

2단계는 변형게임의 이해단계로서 학생들이 변형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학습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전술적 인식이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생들에게 전술적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전술적 인식 또는 전술적 이해는 게임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술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전술적 이해의 예로는 경

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움직임과 샷의 유형을 선택하는 능력 등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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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규칙, 장비 그리고 경기장과 같은 게임의 구성요소를 변형하여 체육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4단계는 체육지도자가 발문을 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게임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필요한 기술이나 전술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일단 학생들이 문제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알게 되면, 그것을 숙달하

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Rink, 2001). 학생들은 발문을 통해 제시되

는 변형게임의 전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탐색하고 도

전하게 된다. 체육지도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할지”(전술적 의식 등)와

“어떻게 해야 할지”(적절한 반응선택과 기술발휘)를 계속 고민하도록 요구

한다(Griffin, Butler, Lombardo, & Nastasi, 2003). 질문과 대답 후에 제시

되는 구조화된 연습 또는 기술연습활동은 변형된 게임에서 나타나는 전술

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을 둔다.

5단계는 특정 기술이나 움직임을 실행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 단계이다.

실행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그 초점이 특정 기술이나 움직임에 한정된

다는 점에서 다음 단계인 수행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활동은 학

생들이 기술연습을 할 수 있게 하고, 특정 게임 상황에서 기술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6단계는 게임에서 기능의 우수성과 전술적 수행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6단계로 구조화된 게임수업의 단계는 또 다른 변형게임

으로 이어지고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기술과 전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6단계 모형은 학생이나 선수들이 보다 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과정 모형(step-by-step procedual model)'

이다( Bunker, Thorpe, & Almond, 1986). 즉 게임을 어떻게 배우고 가르

치느냐에 관한 하나의 교수-학습 모형인 것이다. 이후 이해중심게임모형

은 많은 분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Thorpe, Bunker와 Almond(1984)는 이해중심게임모형이 6단계 모형만으

로는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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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원리를 추가로 발표하였다. 샘플 게임, 대표성, 과정성, 전술적 복잡

성으로 이루어진 4가지 교수방법적 원리는 체육지도자가 게임수업을 실천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

면 아래와 같다.

· 샘플 게임(sampling)은 학생들에게 게임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탐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Thorpe, Bunker, & Almond, 1984).

다양한 게임 형식의 경험은 학생들이 하나의 게임에서 다른 게임으로 학

습을 전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대표성(representation)은 원형 게임의 전술적 구조를 담고 있는 변형

게임을 의미한다(예, 팀 인원 감소, 변형 기구). Thorpe, Bunker와

Almond(1984)에 의해 제안된 게임 분류 체계는 유사한 전술적 문제들을

가진 게임들을 영역형, 네트/벽형, 타겟형, 필드형으로 분류해 게임의 선택

과정을 도울 수 있다. 반면 전통적 게임 선택 과정은 단순히 단원내용으

로 하나의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게 된다.

·과장성(exaggeration)은 구체적인 전술 문제를 확대하여 제시하기 위해

게임의 부차적인 규칙들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골인 지역을

넓혀 슛과 득점 경험을 자주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배드민턴에서 반코트

로 경기장을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한하여, 이 상

황에서 발생하는 전술과 기술의 의미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술의 복잡성(tactical complexity)은 게임 수준을 학생의 발달 수준

에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초보자가 이해하기에 몇몇 전술적 문제들은 너

무 복잡하다. 하지만 학생의 전술적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 의사결정이

발달됨에 따라 전술도 복잡해진다. 또한 모든 게임이나 게임 형식은 발달

수준에 적절하게 설계된다.

7. 제한요소중심접근(Constrains-led approach)

제한요소중심접근은 이해중심게임모형과 마찬가지로 학습자 중심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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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운동학습은 유기체, 환경 및 과제 간의 상호작용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한요소중심접근은 비선형교육학으로 다이나믹 시스템 이

론 및 생태학적 이론으로 운동기술의 획득을 설명한다. 학습자는 많은 작

은 하부 시스템(근육, 골격, 심혈관계)로 구성된 독창적이고 복잡한 시스

템으로 여겨진다. 특히 학습자는 효과적인 자기조직을 시도함으로 해서

변화하는 운동의 다양성 수준을 획득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다

(Renshaw et al., 2010).

[그림 3] Newell(1986), Constraints Led approach

Newell(1986)은 제한요소(constraints)를 유기제, 환경 및 과제의 세 가

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서로 다른 제한요소의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목

표지향적 행동을 하는 동안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동패턴을 찾아야 하

며, 특정 시스템의 한 부분을 약간 변형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

어난다(Davids, 2000).

유기체 제한요소(organism constraints)는 학습자의 독특한 구조적, 기능

적 특성을 의미하며, 신체·심리·인지·정서적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학습자

의 체형, 체력수준, 기술 능력 및 불안과 동기부여 같은 심리적 요인은 개

인이 운동과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요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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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던스(affordance)를 제공하며 행동양식 및 동작을 구성하는 전략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동작에 대한 장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며, 각 개인이 자신의 방식대로 과제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Davids, Bennett, & Newell,

2006). 운동학습의 촉진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가변성은 각 개인이 가

지는 문제해결 방법이 독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nshaw & Davids,

2004; Button & Bennett, & Davids, 2008). 특히 기존의 방식처럼 완벽한

수행의 모델을 기반 한 수행을 전제로 하게 되면 개인이 가지는 능력을

제한 할 수 있다.

환경제한요소(environmental constraints)는 다층적이며 물리적, 사회문

화적 요인으로 제시된다. 물리적 요인은 즉각적인 주변 환경을 구성하며,

중력, 고도, 기상조건, 추위, 빛 또는 지형을 포함한다. 사회 문화적 요소는

동료 집단과 같은 역할과 맥락을 포함한다. 특히 속해있는 그룹의 기대,

경향 및 유행 및 부모의 지원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Renshaw et al.,

2010).

과제제한요소(task constraints)는 환경제한요소보다 운동 상황에 대한

특수성이 더 크다. 과제의 목적, 활동과 관련된 규칙과 도구, 표면, 그라운

드 영역, 네트 등이 포함되며 지도자는 이를 쉽게 조직할 수 있다. 과제제

한요소의 조정은 운동기술을 가르치는데 초점이 된다. 하지만 이는 숙달

되지 않은 지도자에 의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적

절한 제시 방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도자는 학습자의 제

약조건을 충족시키는 운동패턴을 끊임없이 확인해야한다(Davids, 2000;

Davids, Chow, & Shuttleworth, 2005).

Newell(1985)의 운동학습모델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협응형

태의 형성 단계로, 많은 수의 사용가능한 자유도로부터 적절한 협응형태

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는 협응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각-운동 영역

을 탐색하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협응형태가 나타나고, 과제 제한요소에

대한 어트렉터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한다. 또한 성공적인 탐색 방

법은 적은 수의 큰 협응구조에 대한 제어 문제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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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많은 자유도를 연결시키려 한다. 따라서 적당한 변화 또는 전략

의 수정이 중요하다. 2단계는 협응구조 제어 단계로 환경과의 밀접한 관

련성을 갖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협응구

조의 중요한 매개변수(parameter)를 다양하게 배분하여 일련의 움직임 형

태를 분석한다. 이때 일어나는 동작가변성(movement variability)은 새로

운 환경에 적응하고 기술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Davids,

Bennet, & Newell, 2006). 특히 이 단계에서는 지각 피드백(perceptual

feedback)을 발생시키고 획득하는데, 학습자가 원하는 운동 결과를 습득하

고 협응구조를 직접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때 적응행동을 통해

운동 시스템의 준안정성(metastability)의 특징을 갖고 형성된다(kelso,

1981). 이때 각 하위 기능은 융통성을 유지하면서 동작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신경생물시스템의 다이나믹 형태를 나타낸다(Kelso & Engstrom,

2006). 3단계는 제어의 최적화 단계로 효율성과 제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단

계이다. 이 단계의 학습자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동작을 만드는데 능숙해

진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의 숙달로 변화의 폭을

늘릴 수 있다.

8. 변형골프중재

청소년기의 스포츠 참여는 일탈행위 예방 및 긍정적인 교우관계와 사회

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이 시기에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성인기의

건강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Verma, & Larson, 2003). 분명히 발

달성협응장애의 증상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처 성인기까지 진행

되지만 기존의 중재연구들의 대부분은 아동 및 초등학생들에게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청소년기는 여러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행동습관이 확

립되는 생명의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있는 발달성협응장애 중학

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턱없이 부족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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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수많은 스포츠 종목 중 골프는 다양한 사회계층 속에서 특정한 사회문

화적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대스포츠 중 가장 흥미로운 스포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장세훈, 박동수, 2013). 더불어 최근 웰빙의 붐을

타고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점차 대중화되어 노인에서 어린이들에 이르기

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박장근, 전상희, 2000). 이처럼 골프가 대중

화된 이유(장재훈, 박동수, 2013)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골프문화

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골프가

운동으로서 특성과 가치가 분명하고 이러한 특성과 가치가 골퍼들에게 전

달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최근 이러한 골프의 대중화는 학교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정착하여 자

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되어지고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다

수의 초·중·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신설되어 학생들의 수업공간으로 활

용되어지고 있다. 반면에 골프연습장과 같이 물리적공간이 갖추어지지 않

더라도 골프와 관련된 뉴스포츠를 수업 내용으로 적용하는 등 골프는 청

소년들에게 결코 멀리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비

단 물리적 공간이 형성된 것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골프가 교육과정으

로써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호근과 신

현규(2005)는 골프를 통해 호연지기와 같은 도전정신과 타인과 보다 나은

실력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자세 그리고 퍼팅을 통해 집중력 향상

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교육적 효과는 학교체

육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수업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는 골프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학교현장의 골프수업 방식을 살펴보

면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골프연습장에서의 수업이다. 이는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연습이 가능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의 수업 방

식으로 정규골프클럽을 활용한 스윙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둘째, 뉴스

포츠를 활용한 수업이다. 골프와 관련된 뉴스포츠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

나비골프, 파크골프, 게이트골프, 풋골프, 디스크골프와 변형 골프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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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뉴스포츠의 장점은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정규골프

의 특성을 압축한 것, 즉 골프의 여러 가지 숙달과정을 제외하여 경기적

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와 같이 이루

어지는 골프수업은 각기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골프연습장이 갖

추어진 곳에서의 골프 수업은 실제 골프클럽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골프수업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좁은 공간, 많은 인원의 학생, 부족한 기자재(골프클럽) 등으로 인해 수업

의 내용발달단계 측면에서 보면 순조롭지 못한 것이다(김낭규, 김영범,

2016). 그리고 뉴스포츠를 활용한 수업은 골프의 경기적인 측면에서 흥미

와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간이클럽과 간이 경기장

을 활용한 간접 체험을 한다는 단점이 있다.

김낭규와 김영범(2016)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진 골프수업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수행능력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태도가 상

이하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골프의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

들은 제한된 공간에 따른 행동의 제약으로 수업초반과는 다르게 수업 후

반에는 소극적인 자세와 부정적인 태도로 노력과 도전을 하지 않는 비참

여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에 뉴스포츠 수업은 근대스포츠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게임의 적극적 참여와 수업에 대한 참여로 얻을 수 있

는 흥미와 즐거움 등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는 경험의 일차원적인 특성

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면서 체육교육의 통합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문수, 2012).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골프수업은 골프의 기능연습과 경기규칙을

학습한 후 필드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최적일 것이다. 하지만 학교

체육의 제한된 학습여건으로서는 요원하다. 따라서 제한된 학습여건, 즉

골프의 기능적 연습이 가능한 조건이 전제된다면 이차적인 필드의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형골프(스내그 골프)가 있다. 변형 골프는 전

PGA 투어프로 출신인 테리 안톤과 윌리 암스토롱에 의해 1995년에 개발

된 골프 입문 프로그램으로 실제 골프의 기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6

년의 연구 끝에 개발되었다. 2001년 세계 최대의 골프 박람회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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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에서 인중한 대표적인 골프 입문 프로그램으로써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 각지에서 인기를 끌며 새로운 골프 스포츠 문화로 각광받고 있다(김

민섭, 2014). 변형 골프는 여타 다른 뉴스포츠의 골프와는 다르게 실제 골

프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골프 클럽의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기능을

하는 런쳐와 퍼터를 대체하는 롤러, 홀컵의 기능을 하는 스내그플래그 등

과 같이 정규골프의 축소판으로 구성되어있어 매우 안전하고 편안하게 게

임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지식은 학습내

용을 분석해서 적절한 학습경험으로 구성하는 능력이다(손천택, 2015).

정규골프수업에서 학생들의 비참여적인 태도의 원인은 교사의 적절한

학습경험이 계획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김낭규, 김영범, 2016). 이

는 교사와 학생의 서로 다른 기대요인, 즉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좋은폼이나 동작이지만, 학생들은 움직임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하

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항상 행동한다(손천택, 2015). 이처럼 골프수

업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골프공을 잘 치

는 방법보다는 골프공을 멀리 날려 보내고 싶고, 골프공을 홀에 넣고 싶

은 충동은 자연스런 학생들의 관심사항일 것이다. 이는 수업에서 적절한

내용 발달의 필요성과 교사의 역동적인 과제 제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체육교사들은 수업의 마지막 과제로 응용 과제를 계획하

고 적용한다. 즉 학습한 모든 내용을 경기나 게임과 같은 상황에 성공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 한다(손천택, 박정준, 2017).

변형 골프에 대한 선행연구(김낭규, 김영범, 2014; 김민섭, 2014)는 교과

교육학 관점과 운동역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교과교육학 관점(김낭규,

김영범, 2014)은 다양한 뉴스포츠 중의 한가지로써 스내그 골프를 연구과

제로 활용하여 나타나는 공통적인 속성을 통해 남녀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탐색하였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변형 골프를 통해 이

들의 운동수행과 시지각, 타이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

구가 있으며(김동민, 이용호. 2017; 임상훈, 김동민, 이용호; 2018), 김낭규

(2018)는 운동수행능력 상·중·하 학생 6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변형골프

의 가능성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학생들 모두 경기를 통해 규칙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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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밝히면서 체육수업에서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운동역학적 관점(김민섭, 2014)은 골프의 아이언 샷과 스내그 골

프의 런쳐 샷을 역학적 분석을 통해 알아본 연구이다. 부분적으로 운동수

행력 하 집단을 다루기 했지만 실제 운동학습에 어려움에 처한 발달성협

응장애를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변형 골프를 통해 발달성협응장애가

가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 이에 대한 다각적이

고 과학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 뇌파

1) 뇌파의 개념

뇌파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통신할 때 발생되는 전기적 신호의

일정한 총합이다. 대뇌 신경세포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피질에 있는

추체세포의 시냅스 후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일정한 총합으로서 뇌의 전기

적 활동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최윤식, 2009). 뇌파는 두피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대뇌 피질의 전기적 활동 상태로 측정되며(차은숙,

2013), 뇌의 활성상태, 정신활동, 의식 활동에 의해 변화되는 형태를 나타

낸다. 뇌파는 뇌전도(EEG : electroencephalogram)라고도 하며, 뇌 활동의

지표 혹은 뇌세포의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나타내고, 최근에는 이를 통하

여 인간의 기분, 상태, 움직임 준비 등에 대한 상태 또한 관찰할 수 있다

(신진아, 2016). 뇌파 측정은 뇌기능과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

정이며(최윤식, 2009), 객관적, 비침습적, 연속적으로 간단하게 대뇌 기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고(오윤정, 2016), 인지적, 신체적 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두뇌의 기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사하는데 유용한 신경과

학적 검사법이라 할 수 있다(임창현, 2016). 뇌파는 생리적, 심리적인 기능

을 반영하는 정서측정의 지표로서 신경 활동만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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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조혜연, 2016). 뇌파를 검사한다는 것은 뇌의 활동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뇌 활동의 변동을 공간적, 시간

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 한다(김진선, 2015). 뇌파는 두피로부터 대뇌

피질의 신경세포군에서 발생한 미세한 전기적 파동을 체외로 도출하고 이

를 증폭해서 전위를 종축으로 시간을 횡축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며, 주파

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Hz라는 단위를 사용 한

다(김다정, 2013). 뇌파의 형태를 분석하면 피검사자의 정서 및 신경생리

학적 상태를 예측할 수도 있으며(김필중, 2016), 뇌파의 값은 기능적 변화

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경, 자극, 스트레스, 심리변화의 표상이 될 수 있다.

뇌파는 사람의 의식상태의 변화, 정신활동 및 자극, 뇌질환이나 병적 요인

에 의해 변화하며, 뇌의 기능적 변화를 나타내므로 대뇌기능을 평가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김영서, 2008).중요한 뇌파활동유형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같다.

<표 3> 뇌파의 종류와 특성

뇌파종류 상태 파장대 의식상태

델타(δ)파
서파 ↑

0.1-3Hz 깊은 수면, 뇌 이상 상태

세타(θ)파 4-7Hz 수면 상태

알파(α)파 기준파 8-12Hz 이완 및 휴식 상태

SMR파

속파 ↓

13-15Hz 주의 상태

낮은 베타(β)파 16-20Hz 집중, 활동 상태

높은 베타(β)파 21-30Hz 긴장, 흥분 스트레스 상태

2) 뇌파의 종류

뇌파는 뇌의 활동 영역에 따라 크게 델타파(0.5~3Hz), 세타파(4~7Hz),

알파파(8~13Hz), 베타파(14~30Hz), 감마파(31~50Hz)의 5가지로 나눈다. 일

반적으로 뇌는 병렬행동을 하므로 뇌파가 단일 주파로 깨끗하게 구분되지

않고, 복잡하게 겹쳐 있어 뇌파상태가 주로 어떠하다는 우세파 개념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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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정미현, 2014).

(1) 델타파

델타파는 최고 100㎶의 큰 진폭과 0.1∼3Hz 정도의 적은 주파수를 보이

는 파형으로써 두뇌기능이 완전히 이완된 정상인이 깊은 수면상태에서 우

세하게 나타난다(신진아, 2016). 의식 수준은 외부 의식에서 내부 의식으

로 완전하게 몰입된 상태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각성되어 시간과 공간

을 완전하게 지배하여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최고의 명

상 의식을 갖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정남주, 2010).

정상 성인의 각성 시 나타나면 뇌종양, 뇌염 등의 병적인 요인의 판단 근

거가 되며(김정주, 2015), 근육긴장, 수면장애 또는 심한 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차은숙, 2013). 뇌파 측

정 시 각성상태, 눈 깜빡임 등에 의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남광

이, 2014).

(2) 세타파

세타파는 20∼100㎶의 진폭과 4∼7Hz정도로 일반적으로 몸과 의식이

몽롱한 상태, 졸림과 깨어있음의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각성 상태일

때 주의의심해 볼 수 있으며, 생후 6개월부터 5세까지 유아의 주된 뇌파

이기도 하고 이를 각성시켜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창의력,

영감(insppration)과 관련 있다(신진아, 2016). 또한, 폐안 시 세타파가 사

라지지 않으면 주의력 산만이나 뇌 발달 저하 및 노화를 나타낸다(차은숙,

2013). 세타파는 기억력, 초능력, 창의력, 집중력, 불안해소 등 두뇌 내부의

정보를 활용 때 작용하고 다양한 상태와 관련되어 있으나 실험 방법과 피

측정자의 특성이 다르고 각 대뇌피질 부위별 기능에도 차이가 있어 아직

은 정확한 연구결과들이 부족한 실정이다(조혜연, 2016).

(3) 알파파

알파파는 20∼50㎶의 진폭과 8∼12Hz정도로 정상인의 안정, 각성, 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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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뇌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파이며 전통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대한

두뇌 좌·우반구의 기능 상태를 판정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신진아, 2016).

알파파가 발생할수록 정신활동이 활발하고 주의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

타나며 집중력과 기억력, 사고력, 창조력 등이 증진 된다(최철승, 2003).

알파파가 감소하면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으로 인해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해 불안, 스트레스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평안한

상태를 넘어 오히려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최아름, 2011). 개안

시 알파파가 나오고 폐안 시 사라지면 만성피로, 약물 복용, 수면장애 등

을 의심할 수 있다(최윤식, 2009). 스트레스는 중추신경계를 반응시켜 뇌

파중 알파파를 감소시키고, 자율계의 반응으로 혈압과 맥박수를 증가시키

며 내분비계의 반응으로 타액 코티졸을 증가시키는 등의 생리 반응을 초

래하게 된다(김경숙, 2003).

(4) SMR파

SMR파의 주파수 범위는 12~15Hz이며 속파(fast wave)에 속하며 대뇌

피질 중 감각피질(Sensor Cortex)과 운동피질(Motor Cortex)에서 발견되

는 뇌파이며, 의식의 상태가 휴식상태(알파파)에서 활동상태(베타파)로 변

하는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뇌파이다(최윤식, 2009). 주의력 부족 시에

주로 이 영역을 집중훈련하며, 간단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 관계되며,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이 이루어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정확히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나타난다(박재훈, 2013). 뇌의

각성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이며(최윤식, 2009), 베타파에 비해 적은 에

너지로 일을 쉽게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박재훈, 2013).

(5) 베타파

베타파는 2∼20㎶의 진폭과 13∼30Hz 정도의 주파수이며 정신활동이나

신체적 운동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베타파는 불안과 같은 긴장 상태와도

관련이 있으며, 청각, 촉각, 그리고 정서적 자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남광이, 2014). 즉 자극이 새롭고 신기한 것으로 지각되면 베타파가 나



- 41 -

타나지만 자극에 습관화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베타파가 사라진다(장창

용, 2001). 각성, 민첩성, 집중, 인식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능동적 뇌 기능

수행 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뇌에 나타난다(곽민수, 2014).

폐안 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나 사라지지 않으면 약물복용이나 스트레

스, 불안, 잡념, 두통, 근육긴장에 따른 진동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최윤

식, 2014). 뇌기능의 활성화된 상태나 두뇌 반구의 기능의 우세함을 베타

파의 활성정도나 알파파 활성의 역관계로 해석하고 있다(오윤정, 2016).

(6) 감마파

감마파는 5㎶의 진폭과 30~50Hz 정도로 극도의 각성과 흥분 등 정서적

으로 초조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전두엽과 두정엽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

하는 뇌파이다(신진아, 2016). 감마파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발생하

며, 두뇌의 여러 영역을 조직화하여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

문에 추리, 판단,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도의 인지 정보처

리와 관련 깊다고 알려져 있다(이덕영, 2016). 정신적으로 총력 집중할 때

발생하는 특정적인 뇌파이기도 하며(임창현, 2016), 외부 의식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서 심신의 상태는 불안, 공포, 흥분, 분노 등 부정적

인 상태 즉, 항상 마이너스의 감정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정남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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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가. 연구 대상의 구성

본 연구 대상자는 S시 소재의 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검

증된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Tsai et al., 2009). 첫째, 학부모와 교사

를 통해 각 학생이 특수 교육 필요성, 신체적 또는 행동적 문제 또는 명

백한 신경학적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체육교

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DCDQ-K(이규진, 최형준, 김동민, 이용호, 2016)를

실시(15이상~57점 이하)하여 운동손상 및 일상생활수행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DCDQ-K를 통해 스크리닝 된 학생들의 운동협응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2(Bruininks, 1978)

를 실시, 하위 15%미만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BOTMP-2는 발달성협응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임상 및 연구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으

며 아시아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Geuze, Jongmans,

Schoemaker, & Smits-Engelsman, 2001).

발달성협응장애로 진단 받은 총 51명의 학생(BOTMP-2, 하위 0~15%)

을 각각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 12명(이하 실험군 A), 기능중심모형 집단

14명(이하 실험군 B), 대조군 25명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

상의 선정과 그룹화 과정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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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Q-K

3개 중학교 총 1200명

⇓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2

⇓
신경학적 장애 및 ADHD 유무 확인

⇙ ⇓ ⇘

실험군 A

(N = 12)

실험군 B

(N = 14)

통제군

(N = 25)

[그림 4] 연구대상 선정 및 그룹화 과정

나.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발달성협응장애를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의 진단과 편람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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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준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진단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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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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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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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툰 글씨 쓰기 등으로 나타난다. B. 기준 A항목의 장애가 학업 성취나

일상생활의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C. 증상의 발현이 발달단계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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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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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strophy, Degenerative disorder)에 기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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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

본 연구에서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은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만

13∼15세 아동으로 BOTMP-2 평가 결과 백분율 15% 이하이고, 담임교사

의 평가결과 교육과정의 합업성취도가 낮으며, 체육선생님 및 부모의

DCDQ-K 설문검사 결과 일상생활에 문제(15점~57점)가 있고, 특정 발달

장애가 없으며, 지능검사 결과가 70이상인 학생을 말한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발달성협응장애의 선별 진단 기준은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간한 DSM-5의 준거 4가지로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기능, 학업능력, 일상생활,

발달장애 유무, 지적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선

별을 위해 S시에 위치한 3개 학교에서 중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DCDQ-K를 시행, 검사 결과 15점 이상 57점 이하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수행능력(BOT-2)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백분위(percentile rank)점수

15% 이하의 학생들 중 총 51명의 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중재방법간의 효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군 A 12명에게는 이해

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를 실험군 B 14명에게는 기능중심모형 변

형골프중재를 12주간 주 2회, 1회 70~90분 수업으로 총 24회 실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대조군은 아무런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가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운동

수행, 인지기능 및 뇌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세 집단

모두 실험 전, 6주 후, 12주 후에 운동수행, 인지기능 및 뇌파검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 및 모형적용단계에 따른 측정 시기는 [그림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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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성협응장애 진단

1. S시에 위치한 중학교 3개교, 1,200명 DCDQ-K 검사

2. DCDQ-K 검사결과 15점~57점인 학생 BOTMP-2 검사

3. 신경학적, 발달장애 유무 확인

스포츠 중재가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에 미치는 영향

BOTMP-2, 변형골프수행력, 인지기능, 뇌파 검사

모형적용 단계와 측정시기

PRE-TEST

적용

단계

실험군 A
(N=12)

실험군 B
(N=14)

대조군
(N=25)

1 변형게임 경기이해

Wait-List2 게임이해 기술연습

3 전술인식 기술연습

MID-TEST

4 의사결정 기술연습

Wait-List5 기술발휘 기술연습

6 수행 정식게임

POST-TEST

자료 분석

SPSS 21.0 통계 분석

[그림 5] 연구의 절차

1차 측정

2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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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항목 및 검사도구

가. 발달성협응장애 선별 및 운동능력검사

발달성협응장애의 진단 방법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DSM-5)의 준거 4가지를 각

각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DSM-4의

준거 A, B, C, D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BOTMP-2, DCDQ-K, 를

실시하고 장애유무 및 ADHD유무를 판단한다.

1) DCDQ-K(The Developmental Coordination Questopmmaore)

발달성협응장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일상생활 활동은 검증된 설문

지를 활용하여 평가 대상의 부모님이나 교사가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Wilson, Kaplan, Crawford, & Roberts(2007)등이

개발한 문항지(The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Questionnaire,

DCDQ)를 이규진, 최형준, 김동민, 이용호(2016)가 번안한 한글판

DCDQ(DCDQ-K)를 사용하였다. 이 평가지(DCDQ-K)는 Control During

Movement, Fine Motor/Handwriting, General Coordination 3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가한다.

이 척도는 전체 문항에서 Cronbach's α값이 .916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

었고, 내적 타당도 지수의 평균은 .97,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82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DCDQ-K 검사 결과 15점 이상 75점

이하인 학생을 대상자로 하였다.

2) BOTMP-2(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2)

BOTMP-2 검사도구는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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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BOTMP-2는 나이에 따라 성장하는 운동능력의 성숙도를 실제로 측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검사는 소련의 오세레츠키(Oseretsky, N.)

박사에 의해 1923년 처음 제작된 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게 되었

다. 이 검사는 단순한 운동의 양적 측정만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협응, 속

도, 자발동작, 단일동작 수행능력들을 측정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운동손

상이나 발달성협응장애 진단을 위한 운동능력을 측정하는데 유효하게 사

용되고 그들의 교육적 조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Faught, Hay, Flouris, Cairney, 2012). 오세레츠키 검사의 적용 범위는 4

세에서 21세까지의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채점과 점수

계산이 용이하여 간단한 훈련만 받으면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Bruininks, & Bruininks, 2005).

본 연구에서는 BOTMP-2 단축형(Short Form)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하위 검사영역은 소근-운동 정확성(Fine Motor Precision), 소근-운동 통

합(Fine Motor Integration), 손 기민성(Manual Dexterity), 양측협응

(Bilateral Coordination), 균형(Balance), 달리기&민첩성(Runnig Speed

and Agility), 상지협응(Upper-Limb Coordination), 근력(strength)으로 구

성되어 있다. 검사 소요시간은 약 15분∼20분이다.

나. 변형골프수행력

1) 넬슨의 피칭 테스트

Nelson(1967)의 피칭 테스트는 골퍼들이 피치샷을 하여 깃발(pin)에 도

달하는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종목으로 테스트의 신뢰도가 .83, 타당도

.73으로 골프 수행력을 측정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중심게임 및 기능중심모형 그룹에 한하여 변형골프에

적합한 볼과 클럽으로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표적의 중심원의 지름은

6피트로 중심원에서 외부 방향으로 나가면서 16, 26, 36, 46, 56, 66피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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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원을 만들고 타겟 중앙으로부터 10야드에 제한선을 긋고 이로부터

3m 지점에 타구(hitting)위치를 정한다. 결과점수는 표적 안에 넣지 못할

경우 0점으로 처리 되며, 표적 안에 들어간 공을 1점으로 하여 10회 실시

후 총점을 점수화 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세 번 연습 샷(shot)을 한 후에 10회 실시한다.

② 공이 구르지 않고 공중볼로서 가능한 타겟 중앙(불스아이)에 떨어지

게 실시한다.

③ 검사자는 볼이 떨어진 위치를 크게 불러준다.

④ 한 번에 두 명의 피험자가 교대로 치면서 테스트를 한다.

다. 인지기능

1) 퍼듀 공간 시각화 검사(The Revised PSVT:R)

초기 지능이론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회전 능력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

하게 정의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회전 능력을 2차원 또는 3차원의 사물

을 머릿속으로 마음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인지 능력으

로 정의한다(Guay 1976; Guay 1980; Linn, & Peterson, 1985). [그림 5]에

제시되었듯이, 공간 능력 계층 모델에 따르면, 회전 능력은 공간 시각화

능력하의 세부 구조로 좀 더 심화된 구체적인 능력으로 정의된다. 본 연

구에서는 3차원 회전의 시각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퍼듀 공간 시각화

검사: 회전의 시각화(The Purdue Spacial Visualization Tests:

Visualization of Rotations, the PSVT:R)(Guay, 1976; Yoon, 2011)의 개정

판(The Revised PSVT:R)을 사용할 것이다. 공간시각화는 의도된 움직임

의 내적 표상(internal representation) 또는 내부모델(internal model)을 생

성하는 능력의 결함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공가시각화는 움직임

표상의 구조를 조사하는데 훌륭한 도구이다(Jeannerod 1997).

이 검사도구는 원래 Guay(1976)가 13세 이상의 개인의 3차원 회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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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이후로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STEM)에서 30년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Yoon, 2011). 또한

이 검사 도구는 미국의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 (2009)의 검사

도구 모음 카달로그에 등재되어 있으며, Eliot과 Smith가 1983년에 392개

의 공간 능력 검사 도구를 모아 분류해 놓은 An International Directory

of Spatial Tests에도 게재되어 있는 검사도구이다(Eliot, & Smith, 1983).

PSVT:R의 개정판은 비언어 검사로 3차원 도형의 회전의 시각화 검사

로써 3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13문항은 대칭적이고 17문항은 비대칭적

인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6] 참조).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서 주어

진 도형이 보기 제시된 방향과 똑같이 회전된 도형을 5가지 선택 중에 찾

아야 한다. 검사 시간은 15분간 지시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30분간 검사를

진행한다. 이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64로 보고되었다.

[ 그림 6] Revised PSVT:R의 보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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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간 작업기억 : Corsi Block Tapping test

본 연구에서 시공간 작업기억(Visuo-spatial short term working

memory)의 측정은 PsytoolkitTM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극을

제시하고 대상자의 수행 총점을 기록한다. Corsi는 시각적 단기 기억을 측

정하는 검사이며 작업 기억을 반영하기도 한다. 언어적 능력의 개입을 배

제하고 순수하게 시공간적인 과업 능력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Smyth, Pearson, & Pendleton, 1988). Corsi 검사는 운동장애,

알츠하이머환자 및 정신분열증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왔다

(Kessels, 2000). 발달성협응장애의 경우 시공간작업기억이 운동수행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관련과제전략의 우선적 고려 후

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Miller, et al.,

2001).

17인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9개의 정사각형의 도형이 불규칙하게 나

열되어 있으며 [그림 7]에 제시된 것처럼 이중 2개가 잇달아 깜빡이는데

그 순서를 기억하여 마우스로 순서대로 누르게 되어 있다. 만약 깜빡이는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누르게 되면 단계마다 블록의 수가 하나씩 증

가하게 된다. 각 단계의 순서는 무작위로 제공되며 각 단계마다 1항목

(item)씩 제시되고 연속적으로 2회 틀리면 검사는 중단된다. 이 때 n개의

시행에서 실패를 했다면 대상자의 시공간기억폭을 나타내는 점수 기록은

n-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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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Corsi Block Tapping Test의 보기 문항

라. 뇌파 측정

뇌파 측정을 위해 사용된 장비는 BTS-3000(NSE110, Laxtha Inc.,

Korea; )이다. BTS-3000은 교육과학기술부 뇌연구프론티어사업 연구개발

로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다. 밴드형 뇌파센서로 전해질(전극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빠른 셋팅 및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헤드밴드에 부착된

전극은 금색 도금된 고체전극으로 4cm 간격으로 고정 배치된 FP1, FP2

의 2채널을 통하여 전전두엽으로부터 뇌파를 측정한다. 좌측 귓불을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 사용한다. 전방전두엽(prefrontal)은 인지 및

사고 작용, 창의성에 중요한 기능(Kwon, 1997)을 가지고 있어 학습 행동

과 관련한 두뇌 기능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위이며, 두뇌 신경세포들의

공동작용 효광 의해 전뇌의 활성 상태가 전방전두엽 부위에 반영될 수 있

다(김용진, 2000). 김은주와 심준영(2010)은 학습행동에서의 뇌기능 연구를



- 52 -

위해서 두뇌 전체에 전극을 부착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정확하

지만 실제 학습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두뇌 전체의 뇌파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용진과 장남기(2001)도 의학 분야에서처

럼 특정 부위의 질병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학습과 관련된 정신 활

동의 중심부위를 연구할 때 전전두엽 부위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라고 주장했다.

[그림 8] 헤드밴드 착용 모습 및 밴드형 뇌파센서

기기의 구성은 헤드밴드와 PC와의 연결을 통한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뇌파의 측정은 피험자의 머리에 뇌파밴드를 착용시킨 후 뇌파 측정

의 내용과 순서를 설명하고 뇌파를 측정한다. 측정된 뇌파자료(raw data)

는 TeleScan(Version 3.10,Laxtha Inc.,Korea)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파워스펙트럼(powerspectrum)분석을 통

해 각 채널별 알파(α)파(8-12Hz), L-beta(13-20Hz)의 상대파워(relative

power)값을 수치화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알파(α)파와 저베타파(Low-beta)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알

파파는 주파수 8-12.99Hz에서 심신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파이며 “안정파”라고도 불린다. 특히 사람 뇌파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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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정서상

태에 있을 때 뇌에는 느린 뇌파(7~13 사이클/초)인 알파파가 가장 잘 나타

난다. 또한 새소리, 시냇물 소리, 바람소리, 낙엽이나 눈 밟는 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수양할 대는 알파파가 잘 나온다.

인간의 정신적 과정은 알파파가 나타날 때 가장 효율적이며(Ray, &

Cole, 1985), 명상 시 알파파의 출현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감소를 의미하

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알파파는

신경생리학적으로 두뇌의 안정상태를 반영하는 기본파이며, 잡파의 영향

을 적게 받으므로 전통적으로 인간 행동에 대한 두뇌 좌·우 반구의 기능

상태를 판정하는데 이용되어 왔다(Butler, 1988; Glass, 1991).

저베타파(Low-beta)는 주파수 13-20Hz 안정된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집중 상태로써 분석적, 외부 지향적 사고를 나타내며, 김용진(2000)의 연

구에서는 우뇌의 저베타파 활성은 심상(心想)작용의 활성화와 관련이 깊

다고 하였다. 뇌파의 주파수 대역과 특성은 < 표 4 >과 같다.

< 표 4 > 뇌파의 주파수 대역과 특성

Brain Wave Frequencyband(Hz) Characteristics

Alpha(α) 8 ~ 13 relaxation, peacefulness

Low Beta(βL) 13 ~ 20
activation, thinking,

sustained attention, focusing

4. 기능중심모형(Technical Model) 집단의 수업 적용

기능중심모형 집단에 대한 중재는 1차시(오리엔테이션 및 골프 규칙 및

방법, 에티켓)만을 교실 수업으로 운영하고, 정식게임은 23, 24차시의 마지

막 2회에만 실시하였다. 기능중심 모형 집단 절차에 따라 골프 기술들을

지도하였다.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구두 설명과 시범을 보여주어 기술습득

을 촉진시켰으며, 학생들의 개별 연습을 관찰하면서 관련 기술(모델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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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언어적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차시별 중재 내용은 <표

5>과 같다.

< 표 5 >. 기능중심모형(Technical model) 변형골프중재의 내용

주차 주 요 수 업 내 용 주 안 점

1 오리엔테이션 및 경기 규칙 및 방법, 에티켓
수업진행 방식 및

경기 특성 이해

2 그립, 자세, 정렬 방법 익히기 기본기 익히기

3 칩샷 기술 익히기

스윙의 크기 및

몸통 회전, 각

분절의 위치 및

모양

4 하프스윙 익히기

5 3/4 스윙 익히기

6 풀스윙 익히기

7 풀스윙으로 최대거리 보내기 리듬 및 템포

8 하프스윙으로 다양한 거리 보내기

크기 조절방법

9 3/4 스윙으로 다양한 거리 보내기

10 퍼팅 스트로크 및 그립 익히기 퍼팅기술의 차이

11 종합 연습 기술에 대한 복습

12 정식 게임
각 기술의 종합적

활용

5. 이해중심게임모형(TGfU) 기반 변형골프중재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의 구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

향식접근의 이해중심게임모형을 Newell(1986)이 제시한 운동학습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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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적용할 변형골프중재는 Bunker와 Thorpe(1982)에 의해 제

한된 6단계의 교육과정 틀과 교수-학습 모형의 구성요소들을 구조화하고

이론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Newell(1986)의 제한요소접근

(constraints-led approach)의 3단계(1단계 : 협응형태 형성, 2단계 : 협응

구조 제어, 3단계 : 제어의 최적화)을 활용하여 골프경기에 적합한 협응동

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학습자(Organism), 환경(Environmental), 과제

(task) 제한요소의 조절을 통해 중재를 제공하였으며, 학습자의 협응형태

변화를 관찰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수준을 확인하고 단계를 조정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 그림 9] TGfU & Constraints-l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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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목표

제한요소조정내용

1

단

계

협응형태

형성

< 지각-운동 영역 탐색 >

과제

≫ Tee shot후 다 같이 움직이기(에티켓)

≫ 목표에서 먼 사람부터 Play(에티켓)

≫ 전 홀에 적은타수 친 사람(팀) 다음 홀 먼저 Play

≫ Foursome&Four-ball Play(Par 3) : 같은 공을 번갈아 치거나

다른공으로 같이 경기하면서 또래 모델링 및 전략 구상, 스코어

계산방법 및 경기진행 방식 익히기

≫ 퍼팅 Par3 게임 : 아이언 사용 환경 및 전략 익히기

≫ 아이언 Par3 게임 : 퍼팅 사용 환경 및 전략 익히기

≫ 과녁 맞추기(Bulls Eye) 게임 : 방향 설정 방법 익히기

환경
≫ 천연잔디 & 체육관에서 변형게임(넓게→좁게, 느리게→빠르게)

※ 공간변화를 통해 힘 조절 및 정확성 패턴 유도

유기체

≫ 낮은 운동발달수준의 경우 넓은 경기장에서 OB구역을 설정하

지 않고 시작한다.

≫ 정확한 지각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목표까지 걸어갔다 온다.

≫ 언어적 정보획득은 최대한 지양한다(지각정보활용).

≫ 다양한 타겟을 활용하여 거리 및 방향지각력을 높인다.

≫ 클럽헤드 및 공에 대한 외적주의초점 활용

2

단

계

협응구조

제어

< 지각 피드백 발생 및 획득 >

과제

≫ 한손(우세, 비우세) 퍼팅게임

≫ 한 발 스윙 & 퍼팅 게임

≫ 우세 사지 스윙 게임

≫ 눈 감고 퍼팅 게임

≫ 밸런스(balance board) 게임

≫ Par 4 ~ Par 5 게임을 통해 거리 늘리기

환경
≫ 천연잔디 & 체육관에서 변형게임(넓게→좁게, 느리게→빠르게)

≫ Out of Bound(OB) 구역 설정

유기체
≫ 지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거리 및 방향에 대해 질문한다.

≫ 학습자가 보이는 다양한 가변성을 이해한다.

< 표 6 >.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의 제한요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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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

계

제어의

최적화

< 효율성 및 제어능력 향상 >

과제
≫ Par3 ~Par5까지 다양한 거리 게임

≫ 3Hole play ~ 18Hole Stroke 게임

환경
≫ 체육관에서 경기 시 천장 및 벽을 OB구역으로 설정

≫ 해저드(Hazard) 구역 설정 : 경기전략의 다양화

유기체

≫ 지도자의 기술시범 적용

≫ 클럽헤드의 원심력 활용

≫ 몸통회전 및 팔 스윙 타이밍에 대한 내적주의초점으로의 전환

주

차
제한요소 변형 학습활동주안점

1 - 주제 : 골프이론

- 골프의 정의, 역사와 유래, 과학적 원리

알기

- 골프의 특성 및 효과 알기

- 에티켓, 규칙 및 경기방법

2

- 주제 : 지각-운동 영역 탐색 1

- 실내 체육관에서 Forsome 경기방식으로

퍼팅 게임진행-->룰, 경기방법, 스코어 계

산방식 익히기

- Forsome 경기는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공 하나를 번갈아 치는 경기로, 경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숙해질 수 있음

- DCD의 경우 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주는 것이 필수!

3

- 주제 : 지각-운동 영역 탐색 2

- 실내 체육관에서 Forball 경기방식으로

아이언 게임

- 너무 넓지 않은 장소에서 게임을 하게 되

면 기능이 낮은 학생들이 동작에 대한 부담

을 줄일 수 있음

- DCD는 이미 제한된 내재적다이나믹

(intrinsic dynamic)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지 않았음.

4
- 주제 : 지각-운동 영역 탐색 3

- 실외 운동장에서 퍼팅게임 6Hole

-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여, 힘조절 및 정확

성의 기본개념 익히기

- 가까운 거리를 직접 걸어갔다 오면서 목

표에 대한 지각력을 높임

5
- 주제 : 지각-운동 영역 탐색 4

- 실외 운동장에서 아이언 게임 6Hole

- 불규칙한 환경을 제공하여 클럽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략을 구성할 수 있음

6 - 주제 : 지각-운동 영역 탐색 5 - 스윙의 크기 조절 및 방향성을 높이는 활

< 표 7 >.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 주차별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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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녁 맞추기 게임(Bulls Eye Target) 동으로 변형게임을 통해 진행

7
- 주제 : 지각 피드백 발생 및 획득 1

- 실내 체육관에서 한손(우세손) 퍼팅게임

- 우세사지를 사용하여 경기를 하면서 양팔

의 다른 역할을 이해한다.

8

- 주제 : 지각 피드백 발생 및 획득 2

- 실외 운동장에서 한손(우세손) 아이언

게임

- 넓은 운동장에서 한손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윙동작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

- 조절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필

수

9
- 주제 : 지각 피드백 발생 및 획득 3

- 실외 밸런스 게임

- 익숙한 장소에서 밸런스 보드를 이용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면 균형감각에 대한 이해

향상

10

- 주제 : 지각 피드백 발생 및 획득 4

- 실내 체육관에서 규칙을 변형(OB 및 해

저드 구역, 퍼팅 시 눈감기) 설정하여

Forsom 방식으로 변형게임 진행

- 규칙의 변형은 같은 환경이라도 협응동작

의 조절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

11

- 주제 : 지각 피드백 발생 및 획득 5

- 실외 운동장에서 규칙의 다양화를 통해

게임 진행

-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각운동영역을 모

두 경험할 수 있는 게임 진행

- 한손으로 퍼팅 및 스윙하기, 눈감고 퍼팅

하기, 한발로서서 스윙하기, OB구역 및 해저

드 구역 설정하기 등

12

- 주제 : 효율성 및 제어능력 향상 1

- Par 3 1Hole, Par4 2Hole, Par5 1Hole로

구성하고, Out of bound 설정, 개인 스트로

크 경기방식으로 순위 결정, 상품수여

- 골프를 평생스포츠로 받아들이기 위해 실

제 골프 룰을 적용하여 경기를 해봄으로써

실제 골프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시킴

[그림 10]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 사용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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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PSS(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가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운동수행, 인지기능 및 뇌파에 미치는 영향

-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변인의 사전

값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검증을 실시한다.

- 운동중재 프로그램에 따른 사전, 중간, 사후결과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비교 평가한다.

- 측정항목별로 집단 및 시기 간 통계적 유의차를 검정하기 위해 집단

및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Two-way ANOVA

for repeated measures)을 실시한다.

- 주요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경우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사

후검정(상호작용대비검증, 차차-검증)을 실시한다.

- 각 그룹별 사전 값과 사후 값에 대한 종속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으로 효과크기(Cohen's d)를 산출한다.

- 변화량을 설명하기 위해 시기별 평균값의 %를 제시한다.

-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다.

- 통계적 유의 수준(α)은 .05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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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가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운동

수행, 인지기능 및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전, 6주 및

12주 후에 각 집단 및 시기 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 대상자는 만 12세~만 14세 사이의 발달성협응장애 중학

생 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에 참여

한 집단은 총 12명(이하 실험군 A)이며 기능중심모형의 변형골프중재 집

단 14명(이하 실험군 B), 대조군 25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

반적인 특성은 < 표 8 >과 같다. 모든 집단의 연령, 신장, 체중 및 운동수

행력, 인지기능 및 뇌파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인 차이

(p>.05)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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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Group A Group B Control

Sex(n)

Male 6 11 13

Female 6 3 12

Age(year) 12.92±0.79 13.12±0.86 13.37±0.93

Height(cm) 164.11±6.35 164.06±9.92 157.48±9.45

Weight(kg) 72.26±9.47 74.39±12.77 68.07±19.21

DCDQ-K 36.42±9.05 33.57±9.82 36.76±10.59

Bot-2(P) 7.92±3.50 10.14±3.01 9.92±3.17

Pitching 1.17±1.03 0.93±0.92

Corsi 5.17±1.03 6.00±1.11 5.56±1.36

Perdue 15.17±1.04 15.64±3.93 15.48±3.71

Brain

Wave

α

FP1
0.0526
±0.0152

0.0516
±0.0173

0.0796
±0.1194

FP2
0.0552
±0.0173

0.0639
±0.0322

0.0794
±0.0662

β

FP1
0.0874
±0.0183

0.0768
±0.0127

0.0871
±0.012

FP2
0.0855
±0.0201

0.0777
±0.0181

0.0887
±0.0231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A : teaching games for understanding based golf intervention Group

Group B : technique-oriented intervention Group

Control : None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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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수행능력(BOT-2)

중재기간에 따른 세 집단의 운동수행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BOT-2의

전체 Percentile Rank 값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룹과 시기에 따른 상호

작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Tow-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

하였고, 개체 내 효과검정(Huynn-Feldt) 결과 운동 시기에 따른 세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00). 이에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

하였다. 먼저 그룹에 대한 시기 간 변화[그림 11]를 살펴보면, 실험군 A는

midtest와 posttest(p=.000), pretest와 posttest(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군 B는 pretest와 midtest(p=.03), pretest와 posttest(p=.013)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

로 시기에 대한 그룹 간 변화[그림 12]를 살펴보면, posttest에서 실험군A

와 대조군간에 유의한(p=.007)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기간에 따른 운동수

행능력의 효과크기는 실험군A Cohen's d = 1.148, 실험군 B Cohen's d =

0.589이며 운동중재를 실시한 각 집단의 운동수행능력의 변화에 대한 연

구결과는 < 표 9 >와 같다.

< 표 9 > 운동중재 실시에 따른 운동수행능력(BOT-2)의 변화

(unit : Percentile Rank)

Pretest

(M±SD)

Midtest

(M±SD)

Posttest

(M±SD)

Change(%) Effect size

(Cohen's d)
F

1-2 2-3

Group A
7.92

±3.50

10.58

±6.37

23.92

±19.39
33.59 126 1.148### Group 2.988

Group B
10.14

±3.01

14.36

±9.68

18.50

±10.26
41.62 28.83 0.589## Period 22.337*

Control
9.92

±3.17

9.92

±3.65

11.28

±4.71
0 13.7 0.339#

Period
×

Group
6.413*

p<.05*, Effects # small; ## moderate; ### large. ANOVA indicates two-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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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운동중재에 따른 그룹에 대한 시기별 사후검증결과(BOT-2)

*p<.05

[그림 12] 운동중재에 따른 시기에 대한 그룹별 사후검증결과(BOT-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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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형골프수행력 : 넬슨(Nelson) 피칭테스트

중재기간에 따른 두 실험 집단(A, B)의 Nelson Pitching Task를 비교하

기 위하여 10회 수행 간 총점을 비교하였다. 그룹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

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Tow-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

였고, 개체 내 효과검정 결과 운동 시기에 따른 세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07). 이에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그

룹에 대한 시기 간 변화[그림 13]를 살펴보면, 실험군 A는 midtest와

posttest(p=.000), pretest와 posttest(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군 B는 pretest와 midtest(p=.009), midtest와 posttest(p=.002), pretest

와 posttest(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기에 대한

그룹 간 변화[그림 14]를 살펴보면, midtest에서 실험군A와 실험군B 간에

유의한(p=.000)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기간에 따른 운동수행능력의 효과크

기는 실험군A Cohen's d = 2.73 실험군 B Cohen's d = 2.30이며 운동중

재를 실시한 각 집단의 Nelson Pitching Task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10>와 같다.

< 표 10 > 운동중재 실시에 따른 골프기술수행의 변화

(unit : total score)

Pretest

(M±SD)

Midtest

(M±SD)

Posttest

(M±SD)

Change(%) Effect size

(Cohen's d)
F(p)

1-2 2-3

Group A
1.17

±1.03

4.25

±1.48

4.75

±1.54
263.0 11.76 2.73###

Group
8.688*

(.007)

Period
65.918*

(.000)

Group B
0.93

±0.92

2.14

±1.17

3.71

±1.44
130.1 73.36 2.30### Period

×
Group

5.494*

(.007)

p<.05*, Effects #small; ## moderate; ### large. ANOVA indicates two-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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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운동중재에 따른 그룹에 대한 시기별 사후검증결과(Nelson

Pitching Task)

*p<.05

[그림 14] 운동중재에 따른 시기에 대한 그룹별 사후검증결과(Nelson

Pitching Task)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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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시각화 : The Revised PSVT:R

중재기간에 따른 세 집단의 공간시각화능력(The Revised PSVT:R)을

비교하기 위하여 The Revised PSVT:R의 총점 값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룹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Tow-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고, 개체 내 효과검정 결과 운동 시기에 따

른 세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43). 이에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그룹에 대한 시기 간 변화[그림 15]를 살펴보면,

실험군 A는 pretest와 posttest(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

군 B와 대조군은 시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시기에 대한 그

룹 간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기간에 따른 운동수행능력의 효과크기는 실험군A Cohen's d = 0.9,

실험군 B Cohen's d = 0.3이며 운동중재를 실시한 각 집단의 공간시각화

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11>와 같다.

< 표 11 > 운동중재 실시에 따른 공간시각화의 변화

Pretest

(M±SD)

Midtest

(M±SD)

Posttest

(M±SD)

Change(%) Effect size

(Cohen's d)
F(p)

1-2 2-3

Group A
15.17

±3.59

16.75

±4.43

18.50

±3.83
10.41 10.48 0.9### Group .480

Group B
15.64

±3.93

16.43

±4.15

17.07

±5.44
5.05 3.90 0.3# Period

8.026*

(0.001)

Control
15.48

±3.71

15.76

±2.70

15.68

±4.08
1.81 -0.51 0.05

Period
×

Group

2.562*

(0.043)

p<.05*, Effects #small; ## moderate; ### large. ANOVA indicates two-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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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운동중재에 따른 그룹에 대한 시기별 사후검증결과(공간시각화)

*p<.05

5. 시공간 작업기억 : Corsi Block Tapping task

중재기간에 따른 세 집단의 시공간 작업기억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Corsi Block Tapping test의 총점을 비교하였다. 그룹과 시기에 따른 상호

작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Tow 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

하였고, 개체 내 효과검정 결과 운동 시기에 따른 세 집단 간 상호작용

(p=.783)이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기간에 따른 Corsi Block Tapping test

의 효과크기는 실험군A Cohen's d = 0.62 실험군 B Cohen's d = 0.16이

며 운동중재를 실시한 각 집단의 시공간 작업기억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

과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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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운동중재 실시에 따른 시공간 작업기억의 변화

Pretest

(M±SD)

Midtest

(M±SD)

Posttest

(M±SD)

Change(%) Effect size

(Cohen's d)
F(p)

1-2 2-3

Group A
5.75

±1.22

5.83

±1.27

6.33

±1.23
1.39 8.58 0.62## Group .805

Group B
6.00

±1.11

6.00

±0.88

6.14

±0.95
0 2.33 0.16# Period 2.007

Control
5.52

±1.45

5.96

±1.17

6.04

±1.62
7.97 1.34 0.34#

Period
×

Group
.435

p<.05*, Effects #small; ## moderate; ### large. ANOVA indicates two-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6. 뇌파(Brain Wave)

1) FP1 알파파(α)

중재기간에 따른 세 집단의 FP1 알파파(α)를 비교하기 위하여 알파(α)

파(8-13Hz)의 상대알파파(band to band power)값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룹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Tow-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고, 다변량 검정 결과(Pillai) 운동 시기에 따

른 세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p=.062). 운동기간에 따른 FP1

알파파(α) 효과크기는 실험군 A Cohen's d = 0.96, 실험군 B Cohen's d

= 0.51이며 운동중재를 실시한 각 집단의 FP1 알파파(α)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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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운동중재 실시에 따른 FP1 알파파의 변화

Pretest

(M±SD)

Midtest

(M±SD)

Posttest

(M±SD)

Change(%) Effect size

(Cohen's d)
F

1-2 2-3

Group A
0.0526

±0.0152

0.0629

±0.0121

0.0727

±0.0253
19.58 15.58 0.96### Group .235

Group B
0.0516

±0.0173

0.0784

±0.0331

0.1122

±0.1676
51.94 43.11 0.51## Period

8.396b*

(.001)

Control
0.0796

±0.1194

0.0856

±0.1196

0.0542

±0.0243
7.53 -36.68 0.29#

Period
×

Group

2.382b

(.062)

p<.05*, Effects #small; ## moderate; ### large. ANOVA indicates two-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2) FP2 알파파(α)

중재기간에 따른 세 집단의 FP2 알파파(α)를 비교하기 위하여 알파(α)

파(8-13Hz) 상대알파파(band to band power)값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룹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Tow-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고, 개체 내 효과 검정 운동 시기에 따른 세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00). 이에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그룹에 대한 시기 간 변화[그림 16]를 살펴보면, 실험군

A는 midtest와 posttest(p=.005), pretest와 posttest(p=.000)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실험군 B와 대조군은 시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

으로 시기에 대한 그룹 간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17], 12주 후에 실험군

A와 실험군 B(p=.048), 실험군 A와 대조군(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운동기간에 따른 FP2 알파파(α) 효과크기는 실험군A Cohen's d

= 1.45, 실험군 B Cohen's d = 0.16이며 운동중재를 실시한 각 집단의

FP2 알파파(α)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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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운동중재 실시에 따른 FP2 알파파의 변화

Pretest

(M±SD)

Midtest

(M±SD)

Posttest

(M±SD)

Change(%) Effect size

(Cohen's d)
F(p)

1-2 2-3

Group A
0.0552

±0.0173

0.0638

±0.0186

0.0962

±0.0359
15.58 50.78 1.45### Group

.702

(.501)

Group B
0.0639

±0.0322

0.0767

±0.0226

0.0685

±0.0265
20.03 -10.69 0.16# Period

3.296*

(.041)

Control
0.0664

±0.0318

0.0699

±0.0294

0.0551

±0.0247
5.27 -21.17 0.39#

Period
×

Group

7.137*

(.000)

p<.05*, Effects #small; ## moderate; ### large. ANOVA indicates two-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그림 16] 운동중재에 따른 그룹에 대한 시기별 사후검증결과(FP2 알파파)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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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운동중재에 따른 시기에 대한 그룹별 사후검증결과(FP2 알파파)

*p<.05

3) FP1 저베타파(Low-Beta)

중재기간에 따른 세 집단의 FP1 저베타파(Low-Beta)를 비교하기 위하

여 베타파(β, 13-20Hz)의 상대알파파(band to band power)값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룹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Tow-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고, 개체 내 효과검정

결과 운동 시기에 따른 세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p=.000).

운동기간에 따른 FP1 저베타파(Low-Beta) 효과크기는 실험군A Cohen's

d = 1.32, 실험군 B Cohen's d = 0.61이며 운동중재를 실시한 각 집단의

FP1 저베타파(Low-Beta)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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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운동중재 실시에 따른 FP1 저베타파의 변화

Pretest

(M±SD)

Midtest

(M±SD)

Posttest

(M±SD)

Change(%)
Effect size

(Cohen's d)
F(p)

1-2 2-3

Group A
0.0874

±0.0183

0.0779

±0.022

0.1179

±0.0271
-10.87 51.38 1.32### Group

1.325

(.275)

Group B
0.0768

±0.0127

0.0971

±0.0353

0.0944

±0.039
26.43 -2.78 0.61### Period

7.467*

(.001)

Control
0.0871

±0.012

0.1033

±0.0302

0.1065

±0.0375
18.71 3.10 0.70###

Period
×

Group

2.368

(.058)

p<.05*, Effects #small; ## moderate; ### large. ANOVA indicates two-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4) FP2 저베타파(Low-Beta)

중재기간에 따른 세 집단의 FP2 저베타파(Low-Beta)를 비교하기 위하

여 베타파(β, 13-20Hz)의 상대알파파(band to band power)값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룹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Tow-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고, 개체 내 효과검정

결과 운동 시기에 따른 세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P=.617), 시기간 차이만 나타났다(P=.000) 운동기간에 따른 FP2 저베타파

(Low-Beta) 효과크기는 실험군A Cohen's d = 1.51, 실험군 B Cohen's d

= 0.98이며 운동중재를 실시한 각 집단의 FP2 저베타파(Low-Beta)의 변

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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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운동중재 실시에 따른 FP2 저베타파의 변화

Pretest

(M±SD)

Midtest

(M±SD)

Posttest

(M±SD)

Change(%)
Effect size

(Cohen's d)
F(p)

1-2 2-3

Group A
0.0855

±0.0201

0.1036

±0.0249

0.1207

±0.026
21.17 16.51 1.51 Group

1.236

(.300)

Group B
0.0777

±0.0181

0.0912

±0.0413

0.1061

±0.037
17.53 16.34 0.98 Period

10.293*

(.000)

Control
0.0887

±0.0231

0.1032

±0.0303

0.1045

±0.0361
16.38 1.26 0.52

Period
×

Group

.666

(.617)

p<.05*, Effects #small; ## moderate; ### large. ANOVA indicates two-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7. 운동중재 전후에 따른 운동수행(BOT-2)과 뇌파

(Brain Wave)의 상관관계

운동중재 전후에 따른 운동수행과 뇌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상관계수가 .285로 유의수준 .05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적상관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운

동수행이 높아질수록 알파파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7 > 운동중재 전후에 따른 운동수행과 뇌파의 상관관계

구분 FP2 알파파

운동수행 .285*

N 51

*p<.05



- 74 -

Ⅴ. 논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이 단순이 성숙 효과인지 여부와 교육적 접근법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 기능중심모형 집단

및 대조군이 연구에 참여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에서 실시 된 12주

의 그룹 중재활동 개입 후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운동능력(BOT-2,

Pitching Task)과 공간시각화 기능 및 뇌파에서 우뇌(FP2) 알파파(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운동수행능력

(BOT-2)의 12주 후 검사결과에서 이해중심게임모형 그룹과 대조군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골프기술을 측정하는 Nelson의 피칭테스트에서

6주 후 결과에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공간시각화(PSVT:R)의 경우

이해중심게임모형 그룹만이 사전 값과 12주후 측정결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공간 작업기억의 경우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해중심게임모형 집단에서 높은 효과크기(Cohen's d = 0.97)를 보였다. 뇌

파의 경우 알파파 중 우뇌(FP2) 알파파에서만이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

며, 사후검증결과 이해중심게임모형 그룹이 기능중심그룹(p=.048), 대조군

과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성협응장애를 대상으로 체육교육모형(이해중심게임

모형) 기반의 중재효과를 규명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유사한 맥락의 교육적 접근법(Task-oriented approach =

TGfU Model / Process-oriented approach = Technical Model)을 비교하

여 논의하였다.

1. 운동중재에 따른 운동수행능력(BOT-2, Pitching Task)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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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수행(BOT-2)의 경우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과 기능중심모형 집단

모두 사전측정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사후측정에서 집단간

차이는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과 대조군만이 유의한 차이(p=.007)를 보였

다. 이는 효과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해중심게임모형 그룹은

Cohen's d = 1.148로 큰 효과크기를 보인반면, 기능중심모형 그룹은

Cohen's d = 0.589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Au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8주 동안 각각의 중재를 제공하여 Core

stability 그룹과 task-oriented 그룹의 운동수행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

과 평균변화율에서 두 그룹 모두에서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지만, 종합점

수를 비교한 결과 task-oriented 그룹에서만 향상된 결과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향식접근법의 운동중재에서 운동능력의 향상은 또한

이전 연구들과 일치했다. Niemeijier(2006)은 MABC-2에 의해 측정 된 9

주 훈련 이후에 하향식접근의 신경운동과제 트레이닝을 받은 학생들의 운

동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보고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훈련기간 동안

연습했던 것과 비슷한 측정 항목에서 가장 큰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Schoemaker, Niemeijer, Reynders, & Smits-Engelsman(2003) 또한 18

주간 하향식접근법의 신경운동과제트레이닝을 받은 발달성협응장에 그룹

이 대조군보다 MABC-2 점수가 유의하게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사용 된 과제중심접근 운동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아

동의 공통적인 기능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직접 초점을 두었다. 이는 과

제간의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 운동수행의 향상에 긍정적인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골프와 같은 라켓 스포츠는 눈-손 협응과 지각-동작 제어가 필요하며,

특히 머리, 몸통, 눈과 팔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조정해야한다(Rodrigues,

Vickers, & Williams, 2002). 기능중심모형 집단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

이가 나지 않은 것은 수행 간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동작가변성을 줄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맞고 틀린 부분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은 동작의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을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운동수행의 향상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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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son의 Pitching Task 결과 그룹과 시기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시기별로 두 그룹 모두 유의하게 변화하

였지만, 6주후 측정결과를 보면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과 기능중심모형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p=.000)를 볼 수 있었다. Tuner & Matinek(1995)

의 연구에서 이해중심모형과 기능중심모형 집단과의 운동기술차이가 없다

고 보고하였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술수행의

경우 기능중심 모델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본 연구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능중심모형 집단의 경우 오히려 6주

후 측정결과에서 기능이 향상되지 않았는데 골프는 타겟을 보지 않고 목

표로 보내야 하는 abstract targeting task로 목표에 대한 지각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수행 시 오류가 커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술에 집중하게 되

면 목표에 대한 지각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운동수행에 대한 부적전

이를 초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현, 이인경, 박

병도(2008)는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이해중심

게임모형의 배드민턴 기능을 비교한 결과 8주 후에 기능수준이 향상되었

고, 특히 운동수행기능이 낮은 학생의 개선율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반학생의 경우 목표지각과 기술

수행 간의 전이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발달성협응장애의 경우 기술수행

적용 시 발생하는 지각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발달성협응장애와 같이 지각 및 감각능력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학생

을 지도할 때는 교육시간과 접근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발달성협응장애에 운동중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그

룹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룹당 최소 24명을 요구했기에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순 없지만, 대조군의 성숙 및 반복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

어졌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근거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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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중재에 따른 인지기능(공간시각화, 시공간작업기억)

의 변화

지난 10년 동안 운동중재가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

가 증가 해왔음이 분명하다. Tsai(2009)의 연구에서 발달성협응장애의 억

제조절(inhibitory control)능력은 학교환경에서 10주간의 탁구(tabletennis)

교육을 받은 후 크게 향상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는 발달성협응장애를 가

진 학생들이 겪는 인지적 문제가 운동기술개입을 통해 개선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고무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발달성협응장애의 기능 결핍과 근본

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최근의 메타 분석에서, 운동 부족은 행동 조절과

관련 있는 신경계 지연이나 운동피질(motor cortex) 네트워크의 기능 장

애로 설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달성협응장애의 경우 특히 예측운동

제어(internal model), 리드미컬한 조정 및 실행 기능을 포함하는 인지영역

의 3가지 측면에 결핍을 보이지만, 스포츠를 통해 억제제어에 효과적이라

는 것을 밝혀낸 Tsai(2009)의 연구를 제외하면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운동중재를 통해 발달성협응장애의 공간시각화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반면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정신회

전을 포함하는 공간시각화의 관계를 조사했다. 예를 들어 5세에서 6세 사

이의 아동 연구는 공간시각화능력과 일반지능(r = .440) 및 운동조절(r =

.359)간에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Jansen & Heil, 2010). 또한 준실험디자

인으로 진행된 연구결과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에 비해 공간시각화 능력이 더 우수함을 보여줬다(Pietsch & Jansen,

2012). Blüchel, Lehmann, Kellner, & Jansen(2013)은 8~10세 학생을 대상

으로 2주간의 협응력트레이닝을 시킨 결과 신체활동량을 제한한 대조군

과 비교하여 공간시각화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밝혀냈다. 마찬가

지로 이와 유사한 협응력트레이닝(레슬링)을 시킨 후 공간시각화능력의

향상을 보고하면서 향상된 인지기술이 감각운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외제적 운동 회전(covert motor rotation) 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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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다(Wohlschläger, 2001).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신체활동의 증가

가 공간시각화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중재 시기 및 그룹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p=.043), 사후검증결과

이해중심게임모형 집단만이 12주 후 결과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 한다.

시공간 작업기억(Corsi block tapping task)의 경우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Alloway, & Archibald(2008)은 Task-Specific

training을 적용하여 13주 동안 발달성협응장애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운동능력의 향상은 가져왔지만, 시공간작업기억은 향상되지 않았음

을 보고하면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시공간 단기기억이 운동중재에

의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공간 작업기억 처리가 아마도 특정 운동

패턴에 의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지기반에 초점을 맞

춘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Tsai, et

al(2013)은 심폐지구력 훈련프로그램을 발달성협응장애에게 시킨 결과 시

공간 작업 기억을 지원하는 연결 네트워크가 강화 될 수 있음을 밝혔는데

본 연구결과와의 이러한 차이는 운동형태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골프의 경우 심폐지구력 보다는 사지의 협응적 움직임을 더 크게 요구하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운동중재에 따른 뇌파 변화

운동중재에 따른 집단 간·내 뇌파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눈을 감은 안

정상태에서 2분간 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시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 시

키고,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측

정된 뇌파자료(raw data)는 TeleScan(Version 3.10,Laxtha Inc.,Korea)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파워스펙트럼

(powerspectrum)분석을 통해 각 채널별 알파(α)파(8-12Hz),

L-beta(13-20Hz)의 상대파워(relative power)값을 수치화하였다. 측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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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뇌(FP2) 알파파에서 그룹 및 시기간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실험군 A만이 중재기간 및 12주후 검사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좌뇌(FP1) 알파파 및 좌·우뇌 저베타파에

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운동수행과 우뇌(FP2) 알파파와의 상

관관계 분석결과 정적인(.285*)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Becker(1998)은 스포

츠 활동이 대근육과 소근육을 통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뇌를 활성화시

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손영주, 이종목(2016)의 연구에서 학교체육의 적극

적 참여자와 소극적 참여자의 안정상태 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알파파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Beta파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면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 허정식(2004)는 ADHD 아동에게 프로그램화

된 신체활동을 적용한 결과 알파파(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신체활동을 통해 알파파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선행연

구와 달리 기능중심모형 집단은 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는데, Ansari &

Coch(2006)는 학습자의 인지적 변화는 두뇌 수준의 정보 흐름에 알맞은

교육적 처치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새로운 교수 전략과 모

형은 두뇌 수준의 정보처리 과정에 따라 구성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Rosenzweig et al., 2005)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

은 교수방법은 신체활동을 통한 중추신경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

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철우, 이협의, 위현욱, 최남숙, & 박병운(2016)은 시공간작업기억능력

과 우뇌의 정신적 활동 및 사고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하면서 안정상태

에서 베타파의 활성도를 통해 시공간작업기억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발달성협응장애의

운동중재에 있어서 시공간작업기억과 관련된 인지기반의 활동이 추가적으

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의 뇌 정보처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좌반구에서는 분석적이며 순서

적이고 계열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우반구는 공간적이고 종합적이며 동시

적인 병렬적 정보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기능에 적합하다고

Witelson(1983)은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뇌(FP2)의 활성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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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이 운동학습을 하는

동안 대뇌와 척수수준에서 일어나는 뇌의 생리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더 많은 후

속연구를 통해 검증 할 필요성이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에게 이해중심게임모형기반 변형골프

중재를 제공하여 이들의 운동수행, 인지기능 및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는 목적을 가진다. 실험을 통해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는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운동수행(BOT-2) 및 골프기술수행(Nelson Pitching Task)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특히 운동수행(BOT-2)의 경우 기능중심모형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는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교육적접근법에 있어 이해중심게임

모형과 같은 하향식접근법이 더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골프기술수행에 있어 6주후 측정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운동학습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스스로 기술수행이 저조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운동에 흥미를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스

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현장지도자들이 교육방법에

대해 숙고해야함을 의미한다.

둘째,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는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인지기능(공간시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달성협응장애가 가지

는 운동학습 결핍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해 공간시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것은 교육적 접근법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종목에 대한 비교는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현장지도자들이 올바른 교육적접근방법 뿐만 아니라 종목

에 있어서도 골프와 같은 정적인 운동을 통해 스스로 운동을 계획하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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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시간을 준다면 협응력의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도 충분히 체육을 통

해 즐거움을 느끼고 신체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는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의

뇌파(FP2-알파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운동수

행이 향상될수록 FP2 알파파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제한

요소중심적접근법이 학생들의 내적동기를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들의 심동적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에게

적합한 수준의 교육은 이들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된 뇌파의 증가는 운동뿐만 아니라 삶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이해중심게임모형 기반 변형골프중재는 학습자를 다이나믹

운동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설명한다. Newll(1986)의 제한요소중심적접근

(constraints-led approach)은 이러한 비선형교육학적 틀로 그 기초를 형성

한다. 따라서 기존의 중재프로그램과 달리 각 단계별 과제제시의 형태 및

방법을 기술하였고, 주차별 내용은 연구에서 실제 진행되었던 내용을 바

탕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연구의 제한점인과 동시에 교육자에게는 도전과

제이기도 하다. 비선형 교육학에서 학습자의 협응문제 해결은 자기-조직

의 결과(product of self organizing)이며, 동작가변성을 학습과정의 일부로

써 가치 있게 생각한다. 또한 학습자의 협응형태를 구성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제한요소를 변화시키고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게임 및 연습을 구

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대상자의 운동발달 및 지각수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지도자의 소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연습환경과 개인의 변화정도 및

과제수준을 그때그때 조직해야하는데 이는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필수

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중심게임모형의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해서는 많은 연구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 제한요소의 제시방법 및 빈도,

기간에 대한 보다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성협응장애에게 학교환경에서 운동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중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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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시행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교육적접근법에 있어 발달성협응장애의 손상은 본질적으로 다각적

이기 때문접근방식에 있어 하향식접근 및 상향식접근을 고려한 다단계 접

근 방식이 권장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

스포츠중재를 통해 성취를 이끌어 낼 때에는 초기의 접근방식에 있어 신

중할 필요가 있다. 운동기능이 떨어지는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에게 기본

기술에 대한 접근은 이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참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하향식접근법의 적용이 더 나은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운동수행과 관련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Bruininks-Oseretsky Motor Performance 2 - Short Form 테스트가 평가

도구로 사용되었다. Complete Form을 사용했다면 운동숙련도에 대한 보

다 포괄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Complete From은 완료하는

데 약 1 시간이 소요되며, 시간제약이 우려되는 중학생에게는 주의가 요

구된다. 그리고 15%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발달성협응장애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로, Pitching테스트에서 변

형골프 도구로 측정하였기에 실제 골프와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

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로 중재의 특성상 발달성협응장애의 학습

과 관련된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한 동작가변성(movement variability)을

평가한다면 협응형태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운동 기술 개입이 운동 능력 및

인지력, 감정적 및 심리적 요인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에

도 불구하고 훈련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높이는 것은 여전히 도

전 과제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발달성협응장애 중학생에게 서로 다른

범주의 결과에 대한 개입을 최적화하고 훈련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

려고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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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GfU Model based adapted golf

intervention on the motor performance, cognitive

function and brain-wave f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Kim Dong M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teaching game for understanding, this research is to

scientifically verify the effect of the adapted-golf intervention with

the theory closely related to a constraints-led approach of Newell

(1986) that is applicable to physical education class situations.

Through this study, the aim is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t

to the field, and suggest an appropriate educational approach to the

leaders of the educational field. The participants were assessed

through four criteria of the DSM-5 published by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The participants were assessed for their

motor skills, academic ability, daily lif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tal of 51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aged 12-14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the interven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intervention method and

duration, the experimental group A (n=12) participated in adapted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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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based on teaching game for understanding model, and

group B (n=14) participated in the adapted golf intervention based on

the technical model. All intervention were 90 minutes for a total of 24

times. At the same period, the control group did not participate in

any activity. The motor performance ability (BOT-2, Nelson Pitching

Task), spatial ability, and right-brain (FP2) alpha brain waves (α)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positively effected after 12-week group intervention activities

conducted in the school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post-test of

interaction showed that the exercise performance (BOT-2) after the

12 weeks exercise effect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group

of teaching game for understanding mode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of the pitching

test of Nelson. In the case of motor performance (BOT-2), there

were no positive effect on the based on the technical model group

that implies the top-down approach such as the understanding-based

game model, has greater efficiency in the pedagogical approach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In

addition,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ults after 6 weeks of the

golf skilled performance implies the increase in motor learning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It is

uneasy for a person to enjoy sport when one feels the skill is not

performing well on ones’ behalf. Therefore, in order for them to have

self-confident in participating the sports, the practitioners are probable

to consider the sufficient teaching method to be applied in the field.

In the case of spatial visualization (PSVT: R), only the teaching

game for understanding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value and the post result after 12 weeks. In visuo-spatial

working memory, there were no interactive effect, though th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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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Cohen's d=0.97) represented high in teaching game for

understanding group. The positive effect of spatial learning on the

learning deficits of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s in this study

means that it can complement not only the educational approach but

also the fundamental problems they have. In this study, although

there is no comparison of intervention among the other discipline, if

the practitioners prepare the class with correct educational approach

by selecting the static exercise like golf will provide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students time to plan their action and prepare

exercise themselves. By providing this insightful class, it is believed

that they can possibly have the chance to find pleasure through

participating physical education and have pride in physical activity. In

the EEG group, there was an interactive effect shown only in the

right brain (FP2) alpha wave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eaching game for understanding group and the technical

model group (p=.048); and with the control group (p=.000). This is

because the constraints-led approach fulfills students' internal

motivation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psychomotor domains.

The education level suitable for the subject means that they can

change their brains; it is certain that the increase of EEG level

changed not only the motor ability but also the whole life of the

student. Therefore, further study is needed to be established for the

clearer basis.

keywords :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Teaching Game

for Understanding, constraints-led approach, motor performance,

spatial visualization, brain-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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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DCD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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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듀 공간 시각화 검사(The Revised PSV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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