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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lime Program on Hand Function and Problem 
Behavior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oo-Hyuk Jang, Su-Hyun Kim, Seo-Yeong No, Ji-Yeong Moon, Eun-Byeol Lee, Se-Hyun Jeon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amcheok, Republic of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raining using the slime on the hand function and problem behavior in adults with intellec-
tual disabilities.
Methods: Five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were judged as Level 1 or Level 2 were selected. The training consisted of one ses-
sion (50 min)/day, one day/week for 10 weeks (preparatory activities: 5 min, slime activities: 40 min, finishing activities: 5 min) The func-
tions of the hand (Purdue Pegboard Test [PPT], grip strength test [GST]) and problem behavior (Korean Behavior Problems Inventory [K-
BPI]) were assessed three times (first assessment; pre, second assessment; post-5 weeks, third assessment; post-10 weeks). Wilcoxon 
signed-rank tests were used to analyze changes in the subjects’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Results: In the PPT, the use of the non-dominant hand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remaining results, but the mean value increased. In addition, although the problem behavio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 in-
crease in the problem behavior score was noted.
Conclusion: The training using the slime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s effective in hand function improvement and reducing 
problem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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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적장애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

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기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1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70 미만

으로 지능수준의 정도에 띠라 경도, 중등도, 중도, 최중도로 분류하

고, 국내 장애등급 판정에서는 경도부터 3급, 2급, 1급으로 분류한

다.2,3 이러한 지적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성장과 성숙이 지연되어 연령

보다 몸집이 작으며, 체력과 운동기능이 뒤떨어지고, 식사, 씻기, 배변 

관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판단 및 의사결

정은 불가능하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3,4특히, 눈과 손의 협응을 통

한 정교한 운동기능 수행능력은 더욱 떨어진다.4

지적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악력, 기민성, 운동성, 협응력 등의 손 기

능은 다양한 직업의 선택 및 참여를 증진시키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5 또한, 손은 작은 기관이지만 복잡한 일상생활 활동을 수

행하는 데 있어, 다양하고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6

다음으로, 지적장애인은 문제행동도 증가하게 되는데, 지적장애인

들은 감정과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내면에 있

는 스트레스와 욕구를 발산하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으

로 이루어지게 된다.7 이들의 문제행동은 종종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신체를 가격하는 행동, 주변의 물건을 부수거

나 던지는 행동, 옷을 포함한 갖가지 사물을 찢어 훼손하는 행동 등

을 나타내기도 한다.8 그뿐만 아니라,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보이는 여

러 가지 형태의 문제행동들은 아동 및 청소년기보다 행동 양상의 강

도와 질적인 면에서 크게 나타나므로, 타인에게 위협적이며 혐오감 

및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8 그로 인해 지적장애인의 문제행동

은 보호자 및 교사들의 돌봄과 지도에 어려움을 일으키며, 학습이나 

사회 적응에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

가 필요하다.9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손 기능과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선행연구는 

그동안 다양하게 진행되었다.10-19 우선, 손 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적장애 학생의 손을 이용한 꼬집기, 둥근 공 만들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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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예 활동이 손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0또한, 

지적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 중 치료용 고무 찰흙을 이용해 넓게 늘

리기 및 원기둥으로 뭉쳐 떼기 활동을 통해 손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적장애 학생이 몇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펄러비

즈(원형의 구슬)를 제한된 시간 안에 완성하는 공예프로그램을 통해 

소근육 운동과 주의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1,12 지적장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아동의 능동적 몸 감각 

탐색 활동이 긍정적인 손 기능 발달을 이끌어냈다는 연구결과가 보

고 되었다.13 또한,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과 관련한 원예치료 프로그

램이 손 기능 향상과 정서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14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손 기능 향상에 대한 다양한 중재 

방법 중 특히 점토를 이용한 훈련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손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문제행동 개선에 관련한 선행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었

다.15-19 성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피아노 연주 등 악기연주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행동이었던 소리 지르기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다.15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청소년이 QR코드(quick response cord)

와 그룹 플레이(Group Play)를 이용한 스마트러닝을 통해 수업에 참여

한 이후 수업과 관련 없이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엎드려 있는 등의 문제

행동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6 지적장애인 이외에도 문제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점토 등 재료를 손으

로 직접 주무를 때 손끝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은 쾌감과 친근감

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억압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찰흙

을 마음껏 치고, 두들기고, 주무르는 과정에서 공격적 에너지가 긍정

적 방법으로 분출된다고 하였다.17 또한, 한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에

게 점토를 중심으로 한 조형 활동 과정이 정서적인 불안과 갈등을 완

화하고, 폭력적 행동 등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변환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18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불안 완화를 추구

하는 사람들에게 점토를 활용한 훈련은 창의성과 자의식을 증진하고,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9 이를 통해 문제행동 개선에 대한 

다양한 중재 방법 중 특히 점토를 이용한 훈련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문제행동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이점이 많은 점토를 이용한 도예 작업의 치료 효과를 보면 

감각, 지각, 인지 및 운동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재활을 돕는 직업 전 

작업치료로 효과적이다.20 또한, 집중력과 상상력을 증가시켜 감정처

리와 대처능력 향상을 도와준다.20 점토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어떤 

형태라도 만들 수 있고, 자기의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로 마

르면 굳어지는 성질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재료의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예품에 비해 쉽게 접근하여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1 선행논문을 보면 점토는 다양한 수공예활동에서 많이 사용

되어왔고,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점토는 피부를 마르게 할 수 

있으므로 피부가 약한 환자의 경우에는 점토 작업 후에 반드시 손에 

로션을 발라야 한다.22 또한, 점토를 이용한 도예기술은 관절에 무리

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22

한편, 최근에 어린이들 사이에 ‘액체 괴물’로 불리는 슬라임(slime)

은 특유의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다.23 슬라임

은 점토와 비슷한 놀잇감 중 하나로 힘을 주는 만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독특한 촉감도 느낄 수 있는 점토성 완구다.24 시

중에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슬라임 전문 카페까지 등

장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23 슬라임은 1976년 미국의 Mattel이

라는 완구회사에서 발명된 한 장난감으로, 파츠(parts)라고 불리는 다

양한 장식품을 골라 자신만의 슬라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손 근

육 발달이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용으로 주

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 효과가 있어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25,26 또한, 슬라임을 사용한 후 보관할 때는 

소량의 물로 적신 후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건조되지 않아 오래 사용

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25 이러한 슬라임의 장점은 점토의 문제점을 보

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점토의 단점을 보완한 슬라임이 아동의 지능 수준을 

가진 성인 지적장애인의 손 기능,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

문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라임을 이용한 훈련이 성인 지적장

애인의 손 기능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9월1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이며 지적장애 1급, 2급을 판정 받은 지적

장애인 6명을 선별하였다. 이 중 1명은 실험 종료 3주 전 퇴소를 하여 

실험에서 제외하여 최종 5명을 선별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실험방법 

1) 평가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손의 기민성을 측정하기 위해 퍼듀 페그보

Table 1.�General�characteristics�of�subjects

Sequence� Gender Age Dominant�hand Disability�Rating

1 Male 28 Rt Intellectual�Disability�Level�1

2 Male 22 Rt Intellectual�Disability�Level�1

3 Female 44 Rt Intellectual�Disability�Level�2

4 Female 26 Rt Intellectual�Disability�Level�1

5 Female 23 Rt Intellectual�Disability�Lev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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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검사(Purdue Pegboard Test, PPT), 쥐는 힘을 검사하기 위해 장악력 

검사(Grip Strength Test, G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제행동을 평가하

기 위해 한국판 문제행동 평가(Korean Behavior Problems Inventory, K-

BPI)를 시행하였다.

(1) 퍼듀 페그보드 검사(PPT)

손 기능의 요소 중 기민성은 고차원적인 기능에 속한다 하였으며, 기

민성의 발달은 소근육 과제를 능숙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수행하

게 한다.27 이러한 손의 기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Purdue Peg-

board (Patterson Medical, US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검사는 성

인과 아동, 신경학적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28 구멍 

안에 조그마한 페그를 오른손 꽂기, 왼손 꽂기, 양손 꽂기, 조작 총 4가

지 방법으로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하여 손과 팔에 대한 대단위 운동

과 손의 기민성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60-0.79이다.29 본 연구에서는 양손 각각의 기민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가 대상자의 오른손, 왼손 꽂기 검사 만을 시행하였다. 총 3번 

검사하여 꽂은 핀 개수의 평균치로 측정하였다. 페그를 많이 꽂을수

록 기민성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장악력 검사(GST)

손의 장악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hand Dynamometer (JAMAR 

Hydraulic Dynamometer, Sammons Preston, USA)를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30 검사 자세는 앉은 자세로 어깨를 안쪽으로 모으고, 팔꿈치 관

절(elbow joint)을 90도 굽히며, 아래팔(forearm)은 중립을 유지하고, 

손목(wrist joint)을 20도에서 30도 사이로 펴고 측정하였다.30 이 도구

는 손의 악력을 평가해야 하는 치료사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으며, 신

뢰도는 0.96이다.31-33 측정은 왼손, 오른손 각각 총 3번 검사하여, 측정

된 kg의 평균치로 측정하였다. 측정치가 높을수록 손의 장악력이 높

음을 의미한다.

(3)  한국형 문제행동 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Behavior Problems 

Inventory, BPI)

대상자들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Korean Version of Behavior 

Problems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BPI는 지적장애를 앓는 모든 나이

와 기능 수준의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 도전적 행동

을 3가지 종류인 자해 행동(Self-Injurious Behavior, SIB), 상동 행동(Ste-

reotyped Behavior, SBI), 공격/파괴 행동(Aggressive/Destructive Behav-

ior, ADB)으로 구분하여, 평가 대상자에 대한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측정한다.34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행동의 종류와 그에 

따른 빈도(Frequency)와 심각도(Hardness)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항목들은 빈도 5점 척도(0 =없음, 1=매월, 2 =매주, 3 =매일, 4 =매

시간), 심각도 5점 척도(0 =없음, 1=경도, 2 =중도, 3 =중고도, 4 =고

도)로 평가한다.34 검사자 간 신뢰도는 전체 영역의 행동 빈도와 손상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Cronbach’s α 값이 0.72와 0.70이었고, 검사-재

검사 간 신뢰도는 전체 영역에서 행동 빈도와 손상 정도별로 Cron-

bach’s α값이 0.87과 0.84였다.34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 지원 교사분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진

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빈도와 심각도를 합산하여 점수를 내어 

결과를 도출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의 심각도와 빈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2) 실험도구

(1) 슬라임(Slime)

슬라임(Slime)이란 ‘액체상태의 끈적끈적한 것’이라는 뜻으로, 1976년 

마텔이라는 미국의 완구회사에서 하이드로겔 형태의 장난감으로 발

매되었다.25 이후, 국내 아동들에게 잘 알려진 ‘액체 괴물’은 콩과 식물

에서 추출된 점도 증진을 위한 식품첨가물인 구아검이 주재료인 슬

라임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25 본 연구에서는 국가 통합인증마크

(Korea Certification mark, KC)를 받은 Amos(Amos Inc., Korea)의 아이

슬라임을 사용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과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로, 1주차에 사전평가(Pre)를 실시하고 5주차와 10주차 중재 후 각각 2

회의 평가(Post 1, 2)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Figure 1).

2) 연구 과정

본 연구는 10주 동안, 주 1회씩, 50분간,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훈련의 

구성은 매 회기 준비 활동 5분과 슬라임 활동 40분, 마무리 활동 5분을 

진행하였고, 1회기에는 대상자들이 슬라임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적

응 활동을 시행하였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손 

기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슬라임은 투명색의 클리어 

슬라임을 사용하였고, 아이클레이로 점도조절, 물감으로 색의 변화를 

주었다. 구슬의 일종인 비즈는 15 mm의 길이를 사용하여 단계를 조절

하였다. 10회기에는 각 회기 동안의 기술과 응용기술을 사용하여 활동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훈련법은 다음과 같다(Table 2).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였다. 실험 전·후 대

상자의 수행변화량 분석으로는 Wilcoxon‘s signed-ranks test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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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모든 검정의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1. 손 기능 평가 결과  

1) 장악력 검사 평가 결과(GST) 

장악력의 경우 사전평가(Pre) 시 대상자들의 우세 손 평균 측정치는 

16.60 kg이었으나, 중재 후 첫 번째 평가(Post 1) 시 17.78 kg으로 상승세

를 보였고, 중재 후 두 번째 평가(Post 2) 시 18.08kg으로 상승세를 보였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0.05). 비우세 손의 경우 사전

평가(Pre) 시 10.42 kg에서 중재 후 첫 번째 평가(Post 1) 시 11.11 kg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중재 후 두 번째 평가(Post 2)에서 11.61 kg으로 상승

세를 보였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0.05). 중재 

전·후의 GST 변화량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2) 퍼듀 페그보드 검사(PPT)

퍼듀 페그보드의 경우 사전평가(Pre) 시 대상자들의 우세 손 평균은 

6.93개에서 중재 후 첫 번째 평가(Post 1) 시 7.26개로 상승세를 보였고, 

중재 후 두 번째 평가(Post 2) 시 8.94개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05). 그러나 비우세 손의 경우 사전평가

(Pre) 시 4.86개에서 프로그램 중재 후 첫 번째 평가(Post 1) 시 6.12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한편, 중재 후 두 번째 평

가(Post 2) 시 6.73개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p> 0.05). 중재 전·후의 PPT 변화량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2. 문제행동 평가 결과(BPI)

문제행동 평가의 경우, 자해 행동(SIB), 상동 행동(SBI), 공격/파괴 행동

(ADB)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자들의 SIB 점수의 경우 사전평가(Pre) 시 

4.20점에서 중재 후 첫번째 평가(Post 1) 시 1.80점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0.05). 중재 후 두번째 평가(Post 2)

는 중재 후 첫번째 평가(Post 1)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SBI 점수는 사

전평가(Pre) 시 14.60에서 중재 후 첫번째 평가(Post 1)에서 15점으로 오

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 0.05). 중재 후 두번째 평가(Post 2)는 15점으로 중재 후 첫번

째 평가(Post 1)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DB 점수의 경우 사전평가

(Pre) 시 4.40점에서 중재 후 첫번째 평가(Post 1)에서 1.2점으로 저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0.05). 중재 후 두번째 평

가(Post 2)는 중재 후 첫 번째 평가(Post 1)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BPI의 전체 평균을 보았을 때, 사전평가(Pre) 시 7.74점에서 중재 후 

첫번째 평가(Post 1)에서 5.98점으로 저하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p> 0.05). 두 번째 평가(Post 2)는 중재 후 첫

번째 평가(Post 1)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슬라임을 활용한 중재 전·  

후 문제행동 평가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슬라임을 활용한 훈련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손 기능과 문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강

원도 삼척시 소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성인 지적장애인 5

명을 선정하였다. 손의 기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퍼듀 페그보드 검

사(PPT)를 사용하였으며, 장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악력 검사

(GST)가 사용되었다. 또한,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한국형 문

제행동 평가척도(BPI)가 사용되었다.

먼저 손 기능 검사 중 기민성 검사 PPT의 중재 전(Pre), 후(Post 1, 2) 

수행을 비교한 결과 우세손의 경우 중재 전(Pre), 후(Post 1, 2) 평균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비

우세손의 경우 평균은 중재 전(Pre)에서 중재 후 첫번째 평가(Post 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재 전(Pre)에서 중재 후 두번째 평

가(Post 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장악력 검사 GST의 결과로는 

Figure 1.�Flow�Diagram�Study�Process.�PPT:�Purdue�Pegboard�Test,�
GST:�Grip�Strength�Test,�BPI:�Korean�Version�of�Behavior�Problems�In-
ventory.



254 www.kptjournal.org

Woo-Hyuk�Jang,�et�al.

https://doi.org/10.18857/jkpt.2020.32.4.250

JKPT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우세손, 비우세손의 평균이 중재 전(Pre), 후(Post 1, 2) 상승세를 보였

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문제행동 

평가인 BPI의 경우 자해 행동(SIB), 상동 행동(SBI), 공격/파괴 행동

(ADB)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동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슬라임을 

이용한 훈련이 아동은 물론 성인 지적장애인에게도 흥미를 유발하

Table 2.�Training�plan

Session Subject Goal Method Grading

1 Pre-test Promote�intimacy,�collect�basic�data�and�perform�initial�assessment

2 Slime�adaptation 1.�Interest

adapt�to�the�first�slime.�Feel�free�to�feel�free�to�touch2.�Tactile�Stimulation

3.�Increase�grip�power

3 Make�Slime�Ball 1.�Interest

You�can�roll,�press�and�throw�slime�of�various�sizes�in�your�hand. Reduce�size2.�Tactile�Stimulation

3.�Increase�grip�power

4 Create�Slime�Snake 1.�Tactile�Stimulation

Slime�extension�Make�snake,�twist�and�press�Do�the�activity. Thinly�rolled2.�Increase�grip�power

3.�Gross�muscle�use

5 Create�shape 1.�Gross�muscle�use
Slime�creates�simple�shaped�shapes�such�as�circles,�triangles,�
and�squares,�and�uses�more�complex�fine�hand�features

Shape,�Complex�shapes2.�Fine�Muscle�Use

3.�Increase�grip�power

6 Making�Sujebi 1.�Gross�muscle�use
The�large�chunks�of�multicolored�slime�are�rolled�together�and�rolled�
into�a�pot�to�enhance�cooperation�and�hand�function

Tearing�into�small�pieces,�
reducing�the�size�of�the�
bowl

2.�Fine�Muscle�Use

3.�Promote�sociality

7 Flower�making�+Post-test�1 1.�Gross�muscle�use Among�the�slime�play�techniques,�we�make�flowers�of�different�
colors�using�flower�making�techniques,�gather�together,�burst�
bubbles,�and�feel�the�sense�of�bursting

Dilution�viscosity2.�Fine�Muscle�Use

3.�Tactile�Stimulation

8 Town�development 1.�Fine�Muscle�Use By�applying�shapes�and�flower�making�activities�that�have�been�
done�in�the�past,�both�homes�and�villages�are�built�together�to�
foster�cooperativeness�and�sociality

Viscosity,�size,�and�
collaboration

2.�Promote�creativity

3.�Promote�sociality

9 Making�food 1.�Tactile�Stimulation Put�the�slime�into�the�container�and�decorate�the�food�with�clay�
and�beads.�They�make�fine�hand�movements�by�making�activities,�
look�at�the�models�they�made�together,�talk�about�them,�and�
develop�sociality

Rough�surface�Biz,�various�
colors�and�viscosities

2.�Promote�creativity

3.�Promote�sociality

10 Finishing�activities+Post-test�2 1.�Tactile�Stimulation Doing�activities�that�I�wanted�to�do�with�beads�of�various�sizes�and�
materials,�freely�touching�Slime�and�playing�freely�using�slime�
games�and�techniques�that�have�been�active�in�the�past

2.�Promote�creativity

3.�Promote�sociality

Table 3.�Hand�function�changes

Categories M±SD M±SD p

GST Dominant Pre�–Post�1 16.60±14.13 17.78±12.64 0.345

Post�1–Post�2 17.78±12.64 18.08±11.26 0.686

Pre-Post�2 16.60±14.13 18.08±11.26 0.345

Non Pre-Post�1 10.42±3.25 11.11±3.58 0.500

Post�1–Post�2 11.11±3.58 11.61±3.25 0.686

Dominant Pre-Post�2 10.42±3.25 11.61±3.25 0.225

PPT Dominant Pre-Post�1 6.93±1.55 7.26±2.48 0.713

Post�1–Post�2 7.26±2.48 8.94±2.45 0.068

Pre-Post�2 6.93±1.55 8.94±2.45 0.068

Non Pre-Post�1 4.86±2.87 6.12±2.80 0.043*

Post�1–Post�2 6.12±2.80 6.73±2.29 0.144

Dominant Pre-Post�2 4.86±2.87 6.73±2.29 0.043*

*p<0.05,�M±SD:�mean±standard�deviation.
GST:�Grip�Strength�Test,�PPT:�Purdue�Pegboard�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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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이고, 주무르고 굴리는 등 다양한 회기로 구성된 훈련 때문이

라고 사료되며, 각 회기에 구성된 훈련을 단계별로 완수해 나가면서 

흥미와 성취감을 얻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예 활

동이 악력과 소근육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으며, 지적장애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이용한 수예 공작(도예 활

동, 종이공예, 비즈공예) 활동들이 우세손 뿐만 아니라 비우세손에까

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27,35 뿐만 아니라, 유아를 대

상으로 한 떼어내고, 자르고, 붙이는 등의 점토 활동이 유아의 소근

육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36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손 기민성 평가 결과에서 우세손보다는 비우세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평상시 비우세손의 사용빈도가 낮던 

대상자들이 양손으로 슬라임 활동을 하며, 비우세손의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세손보다 비우세손의 기능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점토 놀이가 소근육의 운동기능을 향상시켰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37 문제행동 변화의 결과에서는 자해 행동, 공격

성과 파괴 행동 부분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점수가 낮

아지면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 문제행동을 보이던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점

토를 이용한 훈련을 한 후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연구와 일치하며,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에서는 점토 미술치료가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과잉행동과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그리고 점토 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공

격성 감소와 분노조절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7,38,39 뿐만 

아니라, 발달지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점

토 활동이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40 점토

를 이용한 미술치료를 한 연구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

안, 우울 등을 감소시켰다는 연구의 결과를 보아 유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슬라임을 이용한 훈련을 제공한 본 연구

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8

뿐만 아니라, 중재 전(Pre), 후(Post 1, 2)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우

세손 능력이 미세하게 향상되었고, 비우세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는 점, 자해 행동,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특징

적이다. 이에 반해 상동 행동은 미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규칙적인 패턴으로 슬라임을 만지며, 평상시 자주 움

직이지 않던 비우세손을 갑작스럽게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장기간 지

속적이고 반복적인 손근육 사용으로 인해 문제행동의 다른 하위 영

역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표본 수

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거주시설의 특성상 슬라임 훈련 이외에 다

른 활동들을 통제하지 못하여 사후검사 당일의 외부활동 등으로 피

로감을 주어 연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구가 종

료된 뒤 후속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여 대상자의 장기적인 손 기능과 

문제행동의 향상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슬라임을 이용

한 훈련 구성이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순히 성인 지적장애

인의 흥미에 초점을 맞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개선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결과를 도

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인 지적장애인뿐만 아닌 다른 장애들을 포

함한 슬라임의 다양한 훈련방법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슬라임을 이용한 훈련이 

손 기능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PPT에서 비우세손의 중재 전, 후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Table 4.�Behavior�Problems�Inventory(BPI)�changes

Categories M±SD M±SD p

SIB Pre-Post�1� 4.20±5.76 1.80±2.68 0.197

Post�1–Post�2 1.80±2.68 1.80±2.68 1.000

Pre-Post�2 4.20±5.76 1.80±2.68 0.197

SBI Pre-Post�1 14.60±16.68 15.00±18.21 0.577

Post�1–Post�2 15.00±18.21 15.00±18.21 1.000

Pre-Post�2 14.60±16.68 15.00±18.21 0.577

ADB Pre-Post�1 4.40±6.07 1.20±2.68 0.180

Post�1–Post�2 1.20±2.68 1.20±2.68 1.000

Pre-Post�2 4.40±6.07 1.20±2.68 0.180

BPI�total Pre-Post�1 7.74±6.43 5.98±5.72 0.223

Post�1–Post�2 5.98±5.72 5.98±5.72 1.000

Pre-Post�2 7.74±6.43 5.98±5.72 0.223

*p<0.05,�M±SD:�mean±standard�deviation,�SIB:�Self-Injurious�Behavior,�SBI:�Stereotyped�Behavior,�
ADB:�Aggressive/Destructive�Behavior,�BPI:�Behavior�Problems�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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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GST와 PPT의 결과에서 우세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

만, 점수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성인 지적장애인의 문제

행동 저하에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문제행동 점수가 

낮아지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문제행동 저하에 효과를 보인 도구

로써, 슬라임의 가치 및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슬라임을 이용한 훈련이 성인 지적장애인 뿐만 아

니라, 손 기능이 떨어지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다양한 환자들에게

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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