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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성마비는 출생 동안 출생 전 또는 직후에 발,

생하는 운동 상해로 발달하고 있는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자세와 운동 장애가 비

진행성으로 나타나는 복합 상태로 정의된다(Shev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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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gross motor function, self-esteem and：

social ability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from group exercise program for physical and emotional

interaction.

Methods Five cerebral palsy children who live in U city were recruited this study. Exersise sessions were held：

for 1 hour per session, once per week, for 12 consecutive weeks. At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subject

were tested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self-esteem and social ability.

Results After 12 weeks of paticipation in the group exercise program for physical and emotional interaction,：

there were improvements for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self-esteem and social ability.

Conclusion Group exercise program for physical and emotional interaction can improve gross motor function,：

self-esteem and social ability.

Key Words Cerebral palsy, Group exercise program, Gross motor function, Self-esteem, Soci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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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뇌성마비의 위험 요인으로는 조산 출산, 2003). ,

시 뇌졸중 자궁내 감염 출산 질식 뇌 감염 사고, , , ,

에 의한 두부 손상 등이 있다 산전(Nelson, 2003).

및 산후 관리 기술의 향상으로 동반 장애는 줄어드

는 경향이 있으나 정신지체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 , ,

각장애 간질 등의 장애가 중복되기도 하며 이런 경,

우 더욱 다양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 등(Boyle ,

1996).

뇌성마비의 운동 장애는 신체 활동의 제약과 운

동 경험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감각과 지각의 발달,

움직임의 개념형성 사회성 등의 발달에 지체를 야,

기한다오이표와 김남익 또한 뇌성마비 아동( , 2004).

이 성장함에 따라 측만증 탈구 구축 등의 근골격, ,

계 변형이나 심폐계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도 쉽

게 볼 수 있다 과 그러므로(Graham Selber, 2003).

뇌성마비는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물리치료 목적은 치료적 운동을 중심으로 운동 수

행력을 증진시켜 삶 동안 모든 측면에서 독립성을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과(Cameron Monroe, 2007).

운동 기능은 한 아동의 신체적 기능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과 환경

적응에 필요한 기초 기능이므로 운동 장애와 발달

지체는 놀이와 학습 생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

가질 수 있다김미점 외 실제로 장애인들은( , 2006).

신체 일부의 상실 및 기능 손상과 정서 기능의 발달

저해로 인해 자신의 신체 및 활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기 쉽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낮아 대,

인관계나 단체생활 등의 사회적 적응에도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자아존중감(Noles, 1985). (self-esteem)

은 자신의 능력 특성 수행 등 자신에 대한 존엄성, ,

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 태도를

말하고 사회성 이란 다른 사람과의, (social Ability)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사회적 행동에 임의적으로 반

응하며 긍정적 상호작용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행,

동 표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

다이정화 등 재인용( , 2010, ).

와 는 운동이 장애인들의 정Hutzter Bar-Ei(1993)

서 및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인과 신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

에게서 체력향상 외모의 변화 등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지능력 심리적 만족, , ,

감 등의 향상이 보고되었다구교만 등 하충( , 2005;

곤과 이강헌, 2002).

뇌성마비를 위한 중재로 치료적 운동은 목표 지

향적이고 기능적이며 의미 있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야하고 아동의 장애정도와 종류 인지 수준 및 관심,

사 등이 고려되어야한다 과(Cameron Monroe, 2007).

또한 독립된 삶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을 위한 요소들도 부가하

여 운동 프로그램이 설계된다면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

으리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그룹 운동형태가 적절.

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룹운동은 환자들 사이에 정보,

교류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삶의 동기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Carr Shepherd, 2003).

최근 국내에서 뇌성마비를 위한 치료적 운동에

대한 연구로는 수중운동 프로그램김한철 김( , 2007;

준홍과 이형국 정연택 감각통합프로, 2009; , 2008),

그램김미점 김정연과 윤형준 저항운( , 2006; , 2010),

동양은영 이은주 외 승마운동과 승( , 2010; , 2009),

마시뮬레이션훈련강권영과 송병호 정진화 등( , 2010; ,

체간안정화운동이은정 장미옥2010), ( , 2009; , 2009;

최영철 등이 실시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이, 2010) .

들 연구는 개인 치료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신

체 기능의 효과를 검사하였다 그러나 그룹운동형태.

의 연구와 치료적 운동에 따른 정서적 측면의 분석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사와 아동 그리고

운동에 참가하는 아동들 간의 신체적 정서적 상호･
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그룹운동프로그

램을 적용하여 대동작 기능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

회성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연구 대상1.

광역시 장애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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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뇌성마비 경직형 양하지마비 아동 명을 대상으5

로 하였다 앉기 자세 유지가 가능하고 그룹 활동. ,

을 위한 지시수행이 가능한 학령기 아동으로 본인

및 보호자에게 실험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

를 받았다.

연구 도구 및 측정방법2.

연구절차1)

신체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뇌성･
마비 아동에게 그룹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험

전 후를 비교하는 사례연구이다 경직형 양하지마, .

비 명의 아동에게 회기 동안 대동작 그룹프로그5 12

램을 실시하고 각 대상자의 대동작 기능 자아존중, ,

감 사회성을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소아물리치료사, 5

인이 평가측정하여 프로그램 전 후 차이를 비교1 · ,

하였다.

중재 기간과 프로그램2)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주 회 총2009 1 21 4 8 1 , 12

회기 회기당 분으로 진행되었다 중재 프로그램, 60 .

의 내용은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지지가 가

능하고 신체협조성과 이동능력 증진을 위한 대동작,

운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아동의 흥미와.

적극적 참여를 위해 그룹게임놀이정진 성원경( , ,

를 참고로 자세운동의 요소를 추가하여 본 연1994)

구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프로그램· .

의 내용은 준비운동 분 본운동 분 정리운동10 , 40 ,

분으로 이루어졌고 각 프로그램 구성에는 아동발10 ,

달단계에 따른 대동작네발기기 무릎서기 서기을( , , )

형성하고 유지하는 자세 및 움직임이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부록 과 같다 프로그램의1 .

주진행은 소아물리치료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치료5

사가 전담하여 진행하였고 년차 이상의 소아물리, 3

치료사 명이 각 아동의 자세 및 움직임을 보조하2

였다.

3) 대동작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대동작 기능평가 는 치료 결과 또는 시간(GMFM)

경과에 따른 운동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서 뇌성마비 아동의 대동작 기

능평가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와(Damiano Abel,

1 등 은 뇌성마비 아동에게996). Palisano (2000) GMFM

을 적용한 결과 타당도 로 보고하였고, .91 Nordmark

등 은 검사자 간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1997) .77, -

도는 로 유용한 측정도구라고 보고하였다.88 .

개 항목의 은 아동의 움직임을 관찰하88 GMFM

고 그 기능적 움직임에 따라 점 척도 로 평가, 4 (0-3)

한다 평가항목은 누운자세 앉은자세 네. A: , B: , C:

발기기와 무릎서기 서기 걷기와 달리기 도, D: , E:

약의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5 .

독립적인 앉기 자세가 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

여 네발기기와 무릎서기 서기 걷기와 달C: , D: , E:

리기 도약 영역을 평가하였고 각 영역별 점수는 백,

분율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 평가4)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전승배 의 검사(2000)

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

대상아동에게 직접 검사지의 내용을 읽어주=.90).α

고 답변을 물리치료사가 작성하였다 인지도 점. 160

을 만점으로 총 문항으로 일반적 자아 문항 사32 6 ,

회적 자아 문항 가정적 자아 문항 학교자아 문9 , 9 , 8

항으로 구성되고 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5 ,

높을수록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성 평가5)

사회성 측정을 위해 김인수 의 표준화된 인(1987)

성검사지에서 그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사30

용한 천미온 의 평가지로 측정하였고 대상아(2004) ,

동에게 직접 검사지의 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물

리치료사가 작성하였다 긍정일 경우 점 부정일. 1 ,

경우 점으로 총점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0 30

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이다Cronbach =.83 .α

Ⅲ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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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과 같Table 1

다 명 모두 학령기 뇌성마비 경직형 양하지마비. 5

아동으로 통합학급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대동.

작기능분류체계 에 따른 운동기능수준은 독(GMFCS)

립적인 앉기와 보조도구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한

레벨 이 명 앉기 자세가 가능하나 이동에 제한이3 4 ,

따르는 레벨 가 명이었다4 1 .

2. 그룹운동프로그램 전 후 대동작 기능평가의,

결과

그룹운동프로그램 적용 후 대동작 기능의 각 항

목별 측정 결과 대상자들의 명 평균 네발기기와, 5

무릎서기 영역은 서기 영역 걷기와 달4.3%, 4.6%,

리기 도약 영역은 증가하였고 네발기기와 무1.9% ,

릎서기 영역에서 대상아동 전원이 향상되었다 각.

대상자의 프로그램 적용 전 후 대동작기능평가 결,

과는 와 같다Table 2 .

3. 그룹운동프로그램 전 후 자아존중감과 사회,

성 평가 결과

대상 아동의 그룹운동 프로그램 적용 후 자아존

중감과 사회성은 대상아동 전원에서 향상되었다. 5

명 평균 백분율로 환산하여 프로그램 전 후를 비교,

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은 에서 로 긍정적67.5% 73%

변화를 보였고 사회성은 에서 로 크게 향, 52% 72%

상되었다 각 대상자의 프로그램 전 후 자(Table 3). ,

아존중감과 사회성 평가결과는 과 같다Table 3 .

subject Age(years) gender Height(cm) Body weight(kg) GMFCS level Gestational age(week/g)

Hae 12 F 137 38 3 35/1540

Su 10 M 125 36 3 29/1140

Ra 10 F 128 28 3 33/2060

Ha 13 M 134 31 4 35/2300

Woo 10 M 123 22 3 33/2140

GMFCS: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Table 1. Demographic data of study subjects
(N=5)

part GMFM C(%) GMFM D(%) GMFM E(%)

subject pre post pre post pre post

Hae 88.09 92.85 69.23 71.79 45.83 47.22

Su 87.09 95.23 66.66 74.35 31.94 33.33

Ra 92.85 97.62 69.23 79.48 34.72 41.66

Ha 71.42 73.81 12.80 12.80 16.66 16.66

Woo 88.09 92.85 74.36 76.92 41.67 41.67

GMFM: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C: kneeling and crawling, D:standing, E: walking, running and jumping

Table 2. Comparison of GMFM
(N=5)

Self-esteem Social ability

subject pre post pre post

Hae 123 134 14 23

Su 113 117 15 20

Ra 104 105 14 21

Ha 106 126 18 25

Woo 94 105 17 19

Table 3. Comparison of Self-esteem and Social

ability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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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뇌성마비 경직형 양하지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사와 아동 그리고 운동에 참가하는

아동들 간의 신체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그룹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

동작 기능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성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 선행된 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의 특성과 기.

능 상태 그리고 운동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동 적

용 기간이 동일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제한되지

만 운동 방법과 평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고찰하

고자 한다.

뇌성마비 아동은 대 소운동기능과 같은 다양한･
동작 기술의 습득의 지연을 보이고 이러한 지연은,

운동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자세유지와 이동 일상생,

활의 제한을 야기한다 등 그러나 이(Lepage , 1998).

들의 운동장애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양한 상황에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뇌성마비

아동은 움직임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게 되어 필요

한 운동기술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김세주(

외, 2005).

수중재활운동과 짐볼 테라밴드 운동으로 구성된,

재활프로그램을 급 뇌성마비 아동에게 주 동안1 8

주 회 적용한 연구에서 대동작 운동기능과 일상생2

활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또.

한 연구자들은 뇌성마비 아동의 움직임을 위한 프

로그램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제의하였다서연태 등( ,

탄성밴드를 이용한 저항운동이 뇌성마비 아2009).

동의 대동작 운동기능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주 회씩 분간 회기로 진행된3 30 24

이은주 등 의 연구에서도 대동작 운동기능과(2009)

균형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고 이는 경직형 뇌성마

비 아동의 근력강화가 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강권영와 송병호.

는 뇌성마비 아동의 대동작 운동기능에 대한(2010)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의 치료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한 실험에서 주 동안 주 회 치료를 적용한 결과12 3

치료 전후에 대동작 운동기능의 유의한 향상을 확

인하였고 뇌성마비 아동의 기능향상을 위해 긍정적

이라고 하였다 뇌성마비 아동에게 주 동안 주 회. 8 2

스위스 볼을 이용한 체간안정화운동과 신경발달 치

료를 적용한 후 대동작 기능과 균형능력을 분석한

연구에서 대동작 기능 중 네발기기 무릎서기 서기, , ,

걷기와 달리기 점프하기 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이

보고되었다이은정 본 연구에서도 그룹운동( , 2009).

프로그램의 적용 후에 대동작 운동기능 중 네발기

기와 무릎서기 영역은 서기 영역 걷기4.3%, 4.6%,

와 달리기 도약 영역은 향상되었고 특히 네1.9% ,

발기기와 무릎서기 영역에서 대상아동 모두의 운동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관찰되어 운동의 형태 적용,

기간 빈도 강도 및 대상자의 특성이 상이하지만, ,

선행된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네발기기와 무릎서기 영역은 직립자세에서의 움

직임을 성취하기 전에 하나의 이동 수단으로 그 의

미를 가지며 체중지지와 체중이동의 경험과 상호교,

대적인 움직임 적응으로 보행 준비단계이며 체간의

안정성과 자세조절 능력을 필요로 한다 등(Gilfoyle ,

본 연구에서 운동프로그램 적용 후 모든 대1996).

상 아동의 네발기기와 무릎서기 영역의 점수가 향

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운동프로그램 내용의.

대부분 활동에서 네발기기로 자세를 이행하고 무릎

서기자세를 유지하여 행하는 동작이 많아 각 자세

에서의 필요한 근활동과 자세안정화에 도움을 주었

고 특히 큰 종이 뒤집기릴레이 운동 도형 쌓기, , , ,

고리잡기 수건돌리기 여우 꼬리잡기를 통한 자세, ,

유지와 자세이행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서기는 하지의 충분한 체중지지 능력과 체간의

자세조절 및 신체 균형능력의 습득으로 이뤄지고

보행의 전단계로 기능적 활동을 하는데 매우 유용

하며 주위 환경의 새로운 시각적 견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Bergen Colangelo, 1985).

본 연구에서 운동 프로그램 적용 후 명의 대상아4

동에게서 서기 영역에서 점수가 향상되었다 서기.

를 준비하거나 더욱 안정적으로 선 자세를 유지하

고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 적용된 신체 마주대기,

자세와 동작 따라하기 몸동작 표현하기 손 배구, , ,

큰 블록 집짓기는 독립적으로 서거나 벽이나 주위,

사물을 지지하면서 서는 동작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운동이 서기 영역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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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는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기능에 있어 최종의

목표가 되기도 하며 대동작 기능을 전체적으로 대,

표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와(Damiano Abel,

본 연구에서 걷기와 달리기 도약 영역에서1996). ,

는 명의 아동만이 점수가 각각 증가되었다 대상아3 .

동 중 명은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명은 워커를 이1 3

용해서 보행이 가능하며 나머지 명은 독립이 불가1

능하였으므로 영역별 향상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직접적으로 걷는 동작을 운동프로그램에 포함.

하지는 않았지만 운동을 적용하는 동안 아동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대동작이 이 영역의 향상에 기여

하였다고 여겨진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운동기능의 상실과 더불어

정서 기능 또한 발달이 저해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

에 있어서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하다정연택( , 2008).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심리적으로 잘

적응함으로서 성공경험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운동을 통하여 체중감량 근력 외모 기술 향상 등, , ,

이 이루어지면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높

아질 수 있다백원칠과 김수겸( , 2004).

명의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198

석한 구교만 은 신체활동 참여도가 높은 대상(2010)

자가 자아존중감이 높고 이는 신체적 자립에 간접

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정연택 은 뇌. (2008)

성마비 학생을 대상으로 주 동안 주 회 수영운24 3

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크고 역동적인 신체의 움,

직임이 자기 효능감의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

였다 또한 김석진 등 의 연구에서도 단체운동. (2008)

에 참여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 및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되고 자발적

인 동기형성이 가능하며 소속감 동질감을 느낌으, ,

로서 긍정적인 자기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 결과라

고 한다.

사회성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술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

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사회성 기술을 자연적으로.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서투르고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성 기

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정희선과 남경욱( , 2009).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400

신체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

다김미량과 이제흥 명의 초등학생을 대( , 2009). 884

상으로 방과 후 신체활동 참여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정화 의 연구에서도 신체활동(2009)

에 참가한 대상자가 사회성이 높았고 주간 참여 빈

도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중학생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 375

면 신체활동이 사회성과 또래관계 및 자신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백광과 김응준( , 2010).

본 연구에서도 주 동안의 그룹운동프로그램을12

적용한 후 명의 뇌성마비 아동 모두 자아존중감과5

사회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평소 또래형성 및 그룹.

활동이 더 많이 제한되었던 고학년 아동인 와Hae Ha

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는데 는 그룹 프로그Hae

램 적용 후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이 향6.8%, 30%

상되었고 는 자아존중감이 사회성, Ha 12.45%, 23.3%

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룹운동프로그램 동.

안 치료사와 뇌성마비아동 사이의 상호작용은 물론

프로그램에 참여한 뇌성마비 아동들 사이에서 운동

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된다 신체 마주대기 자세와 동작 따라하기 몸동. , ,

작 표현하기 등은 자신과 상대의 신체상을 인식하

고 모방하며 상호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큰 블,

록 집짓기와 보물찾기는 서로 협력하여 목적을 달

성함으로써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었다 대인형태와.

그룹형태의 경쟁 활동인 릴레이 운동이나 큰 공 옮

기기는 팀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상호지지와 규,

칙 지키기와 같은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뇌성마비 경직형 양하지마비 아동을 대

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
도록 구성한 그룹운동프로그램은 아동들의 대동작

기능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 대조.

군이 없어 비교 분석에 제한이 있었고 참가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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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주 회 그, 1

룹운동프로그램 외의 치료나 신체적 활동을 통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영향을 배제시키지 못한 제한점

이 있다 뇌성마비는 신체 기능 장애의 개선과 차. 2

적 변형 및 합병증을 막기 위해 일생을 통해 관리

되어야 하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이들 제한점을 보

완한 다양한 운동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

구가 시행되어 환자들이 흥미롭게 운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Ⅴ 결 론.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사와 아동 그리고

운동에 참가하는 아동들 간의 신체적 정서적 상호･
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그룹운동프로그

램을 적용하여 대동작 기능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

회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회기의 프로그램 적용. 12

후 대상자 모두에서 긍정적인 향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그룹운동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아동의 기능적 회복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욱 다양한 요인

을 분석한다면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에 더 효과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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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구성시간( ) 프로그램 주제 운동프로그램 적용 및 기대효과

준비운동 분(10 ) 시작인사⋅ 호흡운동 상하지 스트레칭,⋅
본운동 분(40 )

회기1~3

신체인식 및 감각운동,

근력운동

신체 부위 가리키기⋅
신체 마주대기⋅
자세 동작 따라하기,⋅
몸동작 표현하기⋅

누운자세 앉기자세 무릎서기 자세에서 호명되는 신, ,⋅
체 가리키기

서로 마주 댄 자세에서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자세 동작 따라하기 통한 자세 인식과 상호 협력 및,⋅
친밀감 형성

회기4~6

신체 이동 및

자세조절운동

큰 종이 뒤집기⋅
큰 공 옮기기⋅
릴레이 운동⋅

네발기기 자세로 이동하며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자세⋅
이행능력 증진운동

네발기기 무릎기기로 큰 공 롤을 함께 옮기게 됨으, ,⋅
로써 상호 작용 증진운동

회기7~10

자세이행 및 협응운동

도형 높이 쌓기⋅
선착순 고리잡기⋅
수건 돌리기⋅
여우 꼬리잡기⋅
손배구⋅

네발기기 이동과 무릎서기 유지를 통한 과제수행운동⋅
네발기기로 정해진 원 직선대형 이동과 순간적 신체,⋅
순발력 촉진운동

앉은자세 네발기기 자세에서의 상지의 협응된 움직,⋅
임을 통한 체간안정성 강화운동

회기11~12

운동 계획 및 실행,

신체협조운동

큰 블록 집짓기⋅
블록 전달하기⋅
보물찾기⋅

공간에 대한 이해 운동계획실행, /⋅
네발기기 이동 무릎서기의 자세 안정화 운동,⋅
이동능력 향상⋅

정리운동 분(10 ) 마무리 인사⋅ 상 하지 스트레칭 호흡운동, ,⋅

부 록 그룹운동프로그램 내용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