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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형제그룹 감각통합치료가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한다.

연구방법 : 전반적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만 7∼8세 아동 2명을 대상으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8주간 형제그룹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였다. 개별실험연구방법(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 중 A-B-A' 설계를 사용하였으

며, 기초선 A 3회기, 중재기 B 16회기, 기초선 A' 3회기로 총 22회기를 적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은 기초선 

A와 A'기간에 ESI(Evaluation Social Interaction)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는 기초선 기간에

는 중재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였으며, 중재기간에는 매 중재 후 10분간의 자유놀이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등간기

록법(interval recording)을 통해 측정하였다.

결과 : 대상 아동 모두에게서 중재 후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매 회기 중재 

후 실시한 자유놀이에서 대상 아동 모두 기초선 A의 평균과 2표준편차 밴드 이상인 값들이 두 개 이상 연속으로 

나타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결론 : 형제그룹 감각통합치료가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임상에서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에게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치료방법으로써 형제그룹 감각통합치료

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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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반적 발달장애란 발달 전반에 걸쳐 장애가 유발되

며,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질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강조한 것

이다(김주영, 2004; 안순영, 2012; 조수철, 2011). 

DSM-Ⅳ에서 소아기에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또

는 상동적 행동, 흥미, 활동, 지각장애 등 여러 분야의 

발달이 심각하게 전반적으로 손상될 때 전반적 발달장애

라고 정의하였으며, 자폐성장애, 레트 증후군, 소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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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그 외 비전형적인 자폐

(PDD-NOS)가 전반적 발달장애 (pervasive develop- 

mental disorder)에 포함된다(민성길, 1999).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

통에 큰 어려움을 보이며 이러한 어려움은 또래 아동과

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 또한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

들이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아동의 상상놀

이와 협동놀이, 경쟁 놀이를 어렵게 하고, 사회적 기술의 

습득을 방해하여 또래 친구, 교사나 부모와의 관계를 더

욱 어렵게 만든다(김남경과 박은혜, 2008; 주종봉, 

2001; 한미애, 2009).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아동의 감각 정보 전달과 

처리과정, 인지적 처리과정, 그리고 처리에 따른 정서적

인 반응상태와 모두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며, 특히 자

폐의 경우 감각처리과정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

과 의사소통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김미선, 2001). 

Ayres(1979)는 전반적 발달장애를 감각기능장애를 수반

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보았으며, 전반적 발달장애가 

보이는 타인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언어의 제한, 감정 

조절의 문제와 같은 특성은 감각처리 과정의 광범위한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Ayres & Tikcle, 

1980).

최근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통합치료

를 실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감각통합

치료가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도 지속적으

로 발표되고 있다(김현호, 황보각과 유병국, 2011; 이지

연과 정민예, 2002; 채수경, 2007; 채수경과 김향지, 

2006; Case smith & Bryan, 1999; Linderman & 

Stewart, 1999; Miller, 2007; Schaaf & Nightinger,  

2007). 

채수경(2007)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

의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에서 상동행동과 

문제행동은 감소되고 사회행동과 적응행동은 증가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inderman과 Stewart(1999)의 

연구에서 감각통합치료를 받은 전반적 발달장애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새로운 활동에 접근하는 

시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Miller(2007)는 감각

조절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한 그룹

과 활동 프로토콜을 적용한 그룹,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

으로 나누어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감각통합치료

를 적용한 그룹에서 사회성 및 인지가 향상되었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이 감각통합치료가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사

회성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치료사

와의 1:1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또래 아동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룹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여 

사회성 발달을 연구한 논문들도 발표되고 있다(김진미, 

2008; 김진미와 김경미, 2009; 김은영, 박윤이와 김경

미, 2009; 한미애, 장기연, 김지연과 한수연, 2009; 홍

은경과 김경미, 2009; 홍은경과 김한길, 2009). 김진미

(2008)의 연구에서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룹감각통

합치료가 감각운동, 적응행동, 작업수행, 보호자 만족도

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미애 등(2009)의 

연구에서도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

군은 그룹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고, 대조군은 개별 감

각통합치료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에서 운동기능 및 사회

성 향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변화를 알아보는 기존

의 연구들에서 또래를 참여시키는 그룹 감각통합치료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려는 변화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은형과 오세철(2008)은 모든 아동들이 

그렇듯이, 장애 아동도 사회적 관계망을 가정에서부터 

형성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장애아동에게도 가정에서 부

터의 사회적 태도 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특히 장애 아동의 형제간 상호작용은 장애아동에게는 사

회적 관계의 시작점이며 서로에 대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이 되는데, 장애 아동은 비장애형제로부터 보

호받기도 하고, 부모의 역할을 기대 하기도 하며, 놀이 

친구가 되어 줌으로써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Skrtic, Summers, Brotherson, & Turnbull, 

1984; Crinic & Leconte, 1986). 이를 고려했을 때 장애 

아동의 가족 특히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을 시작으로 사

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 접근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비 장애 형제와 함께 치료에 참

여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이은형과 오세철, 

2008; 이은진, 2010) 이은형 등(2008)은 장애아동을 대

상으로 비장애 형제와의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장애아동의 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고,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은진(2010)의 연구에서 발달장애 아동 20명과 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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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징 

아동 A 아동 B

성별 남 남

연령(세) 만 8세 2개월 만 7세 7개월

BOT-2 25(Well-Below Average) 22(Well-Below Average)

SSP 총점 139(어려움) 152(어려움 의심)

사회성숙도검사 사회성숙지수(89) 사회성숙지수(88)

형제 20명을 대상으로 초등부 중등부 2개 그룹으로 나누

어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발달장애 아동과 비 장

애 형제자매의 형제관계와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비 장애 형제와 함

께 진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작업치료 분야에서 

장애 아동과 비 장애 형제를 함께 참여시킨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제그룹감각통합치

료를 적용하였을 때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아동은 D광역시에 거주하며, 전반적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2명으로써 연구대상은 다음

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들로 선정하였다.

1) 소아정신과에서 DSM-4에 기준하여 전반적발달장

애 (PDD) 진단을 받은 아동 (국제 질병분류표 ICD-10의 

지침에 따라 발달장애로 진단판정을 받은 아동)

2) 감각통합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아동

3) SSP (Short Sensory Profile)에서 총점이 154점 

이하로 감각처리의 어려움(Probable difference)이 의

심되는 아동

4) BOT-2 (Bruininks-Osereta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2) 단축형(Short form)에서 의심범주 

(Probable difference), 문제범주(Definite difference)

에 해당하는 아동

5)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

대상자 선정은 00광역시 복지관, 아동발달센터, 재활

병원에 모집공고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7명이 

연구에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며, 그 중 대상자 선

별 검사를 통하여 선별된 아동 5명 중 무작위로 3명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 중 1명이 일정 

조정의 이유로 탈락하여 총 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표 1).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선정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모집한 다음 무

작위로 실험에 참가할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실험자 편

견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간기록을 통한 종속변수

의 측정에 단일맹검법(single blind)을 사용하였다. 연

구 설계는 개별실험 연구방법(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 중 A-B-A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기초선 1기간

(A) 3회, 치료1 기간(B) 16회, 기초선2 기간(A') 3회로 

기간을 선정하였다. 기초선 기간에는 감각통합치료를 제

공하지 않았으며, 치료는 00광역시 00대학 아동발달연

구소에서 1회기 당 40분씩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였다.

3.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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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작적 정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작적 정의

 1) 대상아동의 시작행동이 있은 후 5초 이내에 형제의 반응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2) 형제의 시작행동이 있은 후 5초 이내의 대상 아동의 반응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3) 이전 관찰 구간에 발생한 상호작용의 결과가 대화나 놀이에 자연스럽게 지속되어 다음 관찰구간까지 나타나는 행동 포함

표 3. 사회적 시작행동, 사회적 반응 행동의 정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포함된 사회적 시작행동과 사회적 반응 행동의 정의

사회적

시작행동

장애아동이 비장애 형제를 향해 이끌어 내려는 말이나 몸짓으로 정의되어지며, 행동이 발생하기 전 5초 동안 

비장애 형제로 부터 어떤 사회적 행동도 전달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작행동으로 간주한다. 시작행동의 예

로는 장난감을 전해 주는 행동, 놀이의견을 제안하는 행동,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반응행동

비장애 형제의 시작행동이 발생한 뒤 5초 이내에 그 시작행동을 보인 대상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한다. 반응행동의 예로는 장난감을 전해주는 행동, 놀이 의견을 따르는 행동,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등이 포함된다.

기 위하여 ESI(Evaluation Social Interaction)를 사용

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치

료 적용 후 10분간 자유놀이를 촬영하여 등간기록을 통

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시작행동을 평가하였다.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과 후 ESI를 통하여 사회적 상

호작용의 질을 평가하였다. ESI는 개인이 자연스러운 환

경 내에 참여할 때 작업치료사에 의해 사회적 상호작용

의 질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도구로써, 만 2세 이상의 모

든 연령에 적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도된 

목적은 6가지로 분류되며, 4점척도로 27개의 사회적 상

호작용에 관한 기술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SI는 MFR 

(Mani-facted Rasch) 분석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나타내는 순서척도의 점수들을 등간척도로 변화시

켰으며 이때 측정치는 로짓(logit)으로 표현한다. ESI의 

신뢰도 지수는 Cronbach's Alpha에서 .94로 높은 신뢰도

를 지지해준다.

2)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 측정에서 

Kohler, Strain, Maretsky와 Decesare(1990)가 제시한 

사회적 행동 목록을 토대로 Lefebvre와 Stain(1989)의 

적절한 시작행동과 반응행동의 범주 정의와 Pierce와 

Schreibman(1995)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의를 참고로 

하였다(김남경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매 회기 중재 

후 10분간 자유놀이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아래의 

정의에 따라 10초 등간기록을 실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의 빈도를 분석하였다(표 2, 3).

4. 치료방법

중재는 준비활동(warm up), 주 활동(main activity), 

안정화 활동(calm down)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준비활동에서는 아동의 활동수준 및 각성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공하였고, 주 활동에서는 그날의 목

표에 따라 촉각, 전정감각, 고유감각 중 최소 2가지 이상

의 감각이 포함되어있는 활동을 제공하였다. 안정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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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모집 기초선 1(A) - 2주 중재 1(B) - 4주 기초선 2(A') - 2주

 ․ 무작위선정

 ․ BOT-2

 ․ SSP
 ․ 사회성숙도검사

➡
 ․ 3회기

 ․ 등간기록(3회)

 ․ ESI 측정

➡  ․ 16회기

 ․ 등간기록(16회)
➡

 ․ 3회기

 ․ 등간기록(3회)

 ․ ESI 측정 

그림 1. 연구과정

동에서는 아동의 적응반응에 따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

면서 그날의 활동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

공하였다. 중재는 아동의 내적동기를 지지하고, 적절한 

도전(just right challenge)을 제공하면서 아동의 적응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공하였다.

5. 연구과정

1) 기초선1(A)

기초선 1기간에는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으

며, ESI를 사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였

고, 형제, 자매와의 자유놀이를 10분간 비디오 촬영하여 

관찰되는 상호작용의 빈도를 등간기록 분석하였다. 

2) 중재1(B) 기간

치료 기간은 16회기로 1~2주간 주 5회, 1회기 40분 

동안 집중적인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고, 3~4주 동안 

주 3회씩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였다.

3) 기초선2(A') 기간

기초선 A와 마찬가지로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지 않

았으며, ESI를 사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

였고, 형제, 자매와의 자유놀이를 10분간 비디오 촬영하

여 관찰되는 상호작용의 빈도를 등간기록 분석하였다. 

4) 검사자간 신뢰도 

관찰 기록의 신뢰도를 위하여 검사에 대한 훈련을 받

은 보조연구원 2명이 관찰기간동안 녹화된 동영상 6편을 

이용하여 일치도 훈련을 실시하였다. 검사자간 일치도가 

90%이상일 때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 측정에 들어갔으

며 검사자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였

다.

검사자간 신뢰도(%)=
일치수

×100
일치수+불일치수

6. 분석방법

기초선과 중재 기간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기초선 A의 

평균과 2표준편차 밴드(two standard deviation band)

를 적용하였다. 중재기 B에서 기초선 A의 평균과 2표준

편차 밴드를 벗어나는 값들이 두 개 이상 연속으로 나타

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의미한다

(Nourbarkhsh & Ottenbacher, 1994). 또한 치료 전 후로 

ESI의 측정값을 ESI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로짓 점수

로 변환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수행의 질 변화에 대한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ESI에서 로짓값의 변화가 0.3 이상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Ⅲ. 연구결과

1. 사회적 상호작용 빈도의 변화 

1) 대상자 1의 회기별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

대상자 1은 기초선 A (3±2개)와 중재기 B (15.12± 

13.26개), 기초선 A' (14.33±6.11개)로 기초선 A와 비

교했을 때 중재기 B와 기초선 A'기간에 크게 향상되었

다. 또한 중재기 B에서 기초선 A의 평균과 2표준편차 밴

드 이상인 값들이 두 개 이상 연속으로 나타나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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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동 A의 사회적 상호작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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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동 B의 사회적 상호작용 빈도

표 4.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 변화                (단위: 로짓)

대상자 1 대상자 2

치료 전 치료 후 변화량 치료 전 치료 후 변화량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 0.2 0.7 0.5* -0.2 0.4 0.6*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값 : 로짓>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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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2의 회기별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

대상자 2는 기초선 A (4±4.35개)에서 중재기 B

(16.06±10.33개)로 큰 향상을 보였고, 기초선 A'(19± 

5.77개)에서 중재기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보였다. 대상자 2의 중재기 B에서 기초선 A의 평

균과 2표준편차 밴드 이상인 값들이 두 개 이상 연속으로 

나타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그림 

3).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갖는 전반

적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하였

을 때 작업수행역역인 놀이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

적 상호작용의 시작점이며, 일상 전반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장애 형제를 중재에 참여시켜 연구를 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제그룹감각통합치료가 사회적 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선과 중재기에 

10분간 자유놀이를 실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변

화를 평가하였고, 치료 전과 후에 ESI를 실시하여 사회

적 상호작용의 질 변화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형제그룹 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한 후 대상자

들 모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수가 증가하였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에서도 향상을 보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살펴보면 대상 아동 모두에

서 기초선 A기간보다 중재 B기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수가 증가되었다. 특히 중재 후반부에 갈수록 사회

적 상호작용의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2표준편차 이상의 

빈도가 2회기 이상 연속되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에

게 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한 후 자발적인 말하기, 활동과 

의사소통에 대한 주의 집중, 목적적인 놀이가 증가하였

다는 Linderman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Case-Smith와 Bryan(1999)은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감

각통합치료를 실시한 결과 놀이와 어른과의 상호작용이 

향상되었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비참여 행동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기초선 A'기간에서 대상아동 모두 중재기에 

증가되던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감소되면서 중재 효

과의 유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각통합치

료가 놀이기술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기존 

연구들에서 평균 20회기 이상 수행한 후 결과를 알아본 

것과 비교할 때(홍은경 등, 2008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16회기로 연구기간이 짧아 효과 유지의 어려움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홍은경 등(2009)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사회

성은 단기간의 치료로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고차

원적이고 복잡한 능력이며, 아동의 감각처리능력 등 다

양한 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기능적인 능력

과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단순히 빈도수만으로 명확하게 측

정할 수 있는 수행기술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동 2의 

경우 중재기간동안 자유놀이 상황에서 비장애 형제의 물

음에 대답하는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물음에 맞지 않는 

대답, 말하는 주제에 맞지 않은 억양, 반복되는 대답도 

자주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ESI를 사

용하였으며, 대상아동 모두에게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

다. 대상아동 1의 경우 중재 후 Regulates (충동과 행위

를 조절하기), Replies (질문이나 코멘트에 적절한 반응

을 제공하기), Times Duration (메시지의 길이), Takes 

Turns (장악함)등 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아동 2의 경우 

Turns Toward (상대를 향해 몸과 얼굴을 돌리기), 

Times response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늦게 반응함), 

Takes Turns (장악함)에서 항목에서 향상을 보였다.

중재 후 아동의 주 양육자와 실시한 인터뷰를 통하여 

보고된 형제그룹감각통합치료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

용에 미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 1은 중재 전에는 비 

장애 형제와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만 가능하다

가 중재기간동안 동생이 하는 소꿉놀이에 ‘출근하는, 퇴

근하고 집으로 오는’ 정도의 간단한 아빠 역할로 5분 이

상 놀이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생의 친구가 

집에 왔을 때 이전에는 컴퓨터만 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

았었는데, 동생 친구가 하는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물건

을 사는 시늉을 하는 등의 잠깐씩 참여하는 모습이 보고

되었다. 아동 2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이전에는 아이들 

둘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조용히 이동했었는데 이제



28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Vol. 10, No. 1, 2012

는 둘이서 장난도 치고,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서로 

이야기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

다. 이전보다 동생의 행동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 동생이 귀찮아하는 것이 새로 나타

나는 어려움이라고 보고하였다.  

감각통합치료는 목적 있는 활동, 놀이 안에서 진행되

는데 장애 아동과 비장애 형제들은 준비된 치료 세팅 안

에서 놀이를 공유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보였다. 장애아동의 감각통합 기능 향상과 더불어 다양

한 활동을 통해 비장애 형제들이 장애아동과 놀 수 있는 

방법 알아가는 것들이 연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임상적으로 그룹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김은영, 박윤이와 김경미, 2009), 국내에서 그룹 감각

통합치료를 적용한 논문이 많아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단순한 또래 그룹이 아닌 형제를 그룹에 참여시키는 감

각통합치료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 사회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사회성숙도 

검사 같은 설문지나 표준화 되지 않은 평가도구를 사용

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

뿐만 아니라 ESI를 이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의 변

화를 알아본 것에 대해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으며, 짧은 연

구기간으로 인해 중재 효과의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수를 고려하고 중재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형제그룹 감각통합치료가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

았다. 연구 대상은 만 7~8세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총 16회기에 걸쳐 중재를 제공하였다. 기초선 기

간과 매 중재 후 자유놀이를 10분간 촬영하여 사회적 상

호작용의 빈도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중재 전후에 ESI

를 실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질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제그룹감각통합치료는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

의 사회적 상호작용 빈도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형제그룹감각통합치료는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

의 사회적 상호작용 질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형제그룹감각통합치료 프로그램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지

만, 대상자 수가 적고 중재 기간이 짧아 치료 효과를 유

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를 고려하고, 중재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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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he Brotherhood Group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to Social 

Interaction of the Children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Park, Ji-Hoon*, D.S., O.T., Kim, Su-Kyeong**, M.P.H., O.T.
*Institute of child & Adolescent Develoment, Daejon Health Science colleg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Brotherhood Group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to Social Interaction of the Children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Methods : The Group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was implemented for 8 weeks period from July to 

September 2011 targeting 2 children of 7~8 ages diagnose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For the study 

A-B-A' design among 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 was used, while baseline A 3 phases, intervention B 16 

phases, baseline A’ 3 phases in total 22 phases were applied. The Quality of Social Interaction was measured 

through ESI(Evaluation Social interaction) during the baseline between A and A’ period, and the Frequency 
of Social Interaction was measured under the condition that non-availability of intervention during baseline 

period, while during intervention period, it was measured by utilizing Interval recording method upon filming 

by video of 10 minutes free–play after every intervention.
Results : The Quality of Social interaction indicat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by all targeted children after 

intervention. Also a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indicated in the Frequency of Social interaction as there 

appeared consecutively more than two of the values of baseline A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band from 

all targeted children at the free-play implemented after each intervention of every phase.

Conclusion : It could be verified that Brotherhood Group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has a positive effect 

to Social interaction of the Children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Therefore, the Brotherhood Group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can be effectively applicable as being a therapy to improve Social interaction 

toward Children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at the clinic.

Key words : brotherhood group sensory integration therapy,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social 

inter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