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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실행장애 아동에게 맞게 고안된 개별치료와 또래와 함께 실시한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

가 작업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은 2012년 만 5세 11개월의 남아로 작업수행을 의존하여 감각통합치료에 의뢰되었다. 연구설

계는 개별실험연구(single-subject research design) 중 ABA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과정은 기초선 기간 4회

기, 중재 기간 24회기로 총 12주간 각 주1회씩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하여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였다. 

실험기간동안 목표성취척도(Goal Attainment Scale: GAS)를 통하여 체성감각변별능력과 자세조절능력에 따른 

감각통합능력의 변화되는 과정을 측정하였고 기초선평가와 재평가를 통해 작업수행능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는 체성실행장애 아동의 체성감각변별능력과 자세조절능력의 

향상과 함께 작업수행기술의 성취에 효과가 있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는 체성실행장애 아동의 적응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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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감각통합이란 자신의 신체나 환경의 감각정보를 조직

화하고,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신체를 사용하는 신경

학적 과정으로(Ayres, 1979) 모든 감각정보는 뇌 속에서 

연관되어 해석되고 통합된다(Kinnealey & Miller, 

1993).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환경과 신체로부터 들

어온 감각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능력에 의한 것으로

(최정실, 2011; Gal, Cermak, & Ben-Sasson, 2007) 

특히 감각처리의 어려움은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 하는 

것을 방해한다(홍은경과 김한길, 2009). 정상발달과정

에서 감각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에서 과제수

행, 놀이, 일상생활활동에 있어 비효율적이며, 수행의 

만족감이 저하된다(박명옥, 이지연, 이준영, 이원진, 

2012; Bundy & Murray, 2002). 

실행(praxis)은 의지에 따른 행동으로 악기 배우기, 

스키 타기, 자판 치기와 같이 새로운 운동 과업을 계획하

고 조직화는 능력이다(Ayres, 1979; Lane & Miller, 

2000). Miller(2006)는 실행장애가 포함된 감각처리장

애로 보고되는 일반아동은 미국 내에서 5～15%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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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실행장애(dyspraxia)는 의도적

인 행위를 할 때 필요한 계획을 조직화하는 것의 문제로

(Bundy, 2002) 이미 습득된 행동이 아니라 발달과정 중에 

일어나는 운동계획의 어려움을 말하며(Ayres, 1979), 양

측통합과 순서실행(bilateral integration and sequencing) 

장애와 체성실행장애(somatodyspraxia)로 분류된다(김

경미, 2003; Reeves & Cermak, 2002). 특히 체성실행

장애는 피드백에 의존 또는 사전지식에 의존하는 운동수

행 모두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촉각과 전

정감각, 고유감각 처리에 어려움으로부터 비롯된다(Bundy 

& Koomar, 2002).

실행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지능이 정상일 수 있고 감

각적 손상이나 결핍은 물론 근육에도 문제가 없으나 문

제는 그들의 지능과 행동 사이의 연결에 문제가 있다

(Ayres, 1979). 실행장애 아동들은 단추 끼우기, 코풀기

와 같은 자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르기, 붙이기와 

같은 놀이 활동을 힘들어 한다(Bundy, 2002). 그들은 다

른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무엇을 어떻게 하여 

노는지 보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막상 직접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어떻게 장난감을 다루며 놀아야하는지 계획

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Ayres, 1979). 발달에서 감각

처리과정이 잘 이뤄지지 못하면 학교에서 과제수행, 놀

이, 일상생활활동 수행에 있어 비효율적이며, 수행의 만

족감이 저하되어 일상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의 참여가 

저하될 수 있다(박명옥, 이지연, 이준영, 이원진, 2012). 

운동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실행장애 아동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느리고 비효율적인 운동기술로 놀이를 따라가

지 못하고 혼자 뒤쳐질 수 있다. 또한 실행의 문제는 서

투른 움직임으로 친구와 어울려 놀 때 흐름을 지연시키

거나 의도치 않게 방해를 하여 상호작용이 와해되기도 

한다. 실행장애 아동들은 체육 또는 미술시간에 불만족

스러운 수행의 결과가 초래되어 좌절하거나 실패에 노출

될 수 있다. 

그룹치료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참여가 감소되고 자신

감이 부족한 아동에게 사회참여를 포함한 놀이와 학교생

활에서의 독립심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김은영, 박윤이와 김경미, 2009). 또한 또래와 함께 어

울리는 그룹치료는 아동의 자발성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놀이에 참여하는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김준희와 김광웅, 2006). 그룹치료는 개별치료 보다 또

래아동들과의 상호작용경험이 증가되고,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 보다 적절한 운동능력 및 행동의 변

화를 획득 할 수 있다(김진미와 김경미, 2009; 이서영, 

2013).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목표에 대한 치료

적인 접근이 쉽고, 또래와의 놀이에 노출된 환경으로부

터 더 많은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김은영, 박윤이와 김경미, 2009; Barnes, Freude- 

Lagevarki, 2002) 감각통합치료에서의 그룹치로는 사

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행장에 아동에게 적합

한 중재 프로그램이다.

Ayres(1979)는 실행장애 아동에 대한 최상의 접근법

은 외부적 압박과 실패에 아동을 노출하는 것을 피하고, 

아동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보호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동에게 맞게 고안된 그룹 감각통합

치료는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에서 일어난 아동의 내적동

기에 의한 활동목표와 적절한 도전이 개별치료로 전이될 

수 있어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하면 긍정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에서는 개별치료와 그룹

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효과성의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대한감각통합

치료학회 임상과정에 참여한 체성실행장애아동을 대상

으로 아동에게 맞게 고안된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 

사례를 보고하고, 이와 같은 감각통합치료가 실행장애아

동의 감각통합능력과 작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5세 남아로 11개월의 남아로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등을 하지 못

해 의존하고 회피하여 감각통합치료에 의뢰되었다.

1) 발달력

임신 5개월부터 전신에 알레르기로 극심한 스트레스

에 시달리다가 어머니의 나이 33세, 임신기간 38에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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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구 평가 결과

캐나다작업수행측정
외출복에서 일상복으로 도움없이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

중요도10/ 수행도1/ 만족도2

사회성숙도검사 사회연령(SA): 4세 3개월

사회지수(SQ): 73

녹스학령전기척도
공간 관리

도구 관리

상징 모방

참여

약 42개월

약 42개월

약 60개월

약 54개월

아동용 

일상생활활동 평가

Self Care

Sphincter Control

Mobility Transfer

Locomotion

Communication

Social Cognition

Total WeeFIM

25/42

12/14

20/21

10/14

14/14

13/15

94/126

표 1. 작업수행기술 사전평가 결과

3.14 kg으로 재왕 절개를 통해 태어났다. 옹알이, 뒤집

기, 배밀이가 또래보다 빠르고 왕성했으나 젖병을 빨 때 

원하는 대로 젖이 안 나와 짜증내며 우는 일이 많았다. 

보행은 11개월부터 시작되었으나 15개월까지 자주 넘어

져 보호가 많이 필요했고, 언어발달은 또래보다 빨랐다. 

2) 초기감각발달

유아기에 커텐을 여닫는 일상적인 작은 소리에도 경련

을 하듯 깜짝깜짝 자주 놀랐고 밤에 자주 울었다. 모기에 

물릴 때면 물린 위치를 찾지 못하고 그저 온 몸이 아프다

고 밤새 울며 떼를 썼다. 만 4세 무렵 사탕을 녹여먹는 

것과 껌을 씹지 못하여 삼켜버렸고 그네와 시소 타는 것

을 무서워하였다. 

3) 배경정보

건설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와 함께 거

주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7세반에 재원중이다. 대구 소

재의 S센터에서 주2회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며 기타 치

료 및 사교육은 받지 않았다. 

4) 기타검사 및 결과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에서 전체지능 103으로 언

어성 지능 112, 동작성 지능 92로 나타났다. 전체지능은 

평균으로 나타났고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 간에 불

균형이 있다.

5) 발달 및 감각통합평가 결과

발달 지연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덴버발달판별검사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Ⅱ: DDST-Ⅱ)

를 실시하였고, 오세레츠키 운동능력검사(Bruininks- 

Ost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BOTMP)를 통

해 운동발달수준을 확인해 보았다. 감각통합기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감각프로파일(Sensory Profile: SP)과 임

상관찰(Clinical Observation)을 실시하였고 보호자와 

인터뷰를 하여 감각증상목록을 작성하였다.

(1) 작업수행능력 사전평가 결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2) 발달평가

덴버발달판별검사결과 개인-사회영역은 약 3세, 소

운동-적응영역은 약 6세, 언어영역은 약 6세, 대운동영

역은 약 3세 3개월로 개인-사회영역과 대운동 영역에서 

2년이상 지연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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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레츠키 운동능력검사 결과 4세 5개월로 1년 7개

월 지연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

서 생활연령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고 소운동영역보다 대

운동영역의 운동능력에 어려움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운동영역에서는 달리기 속도와 민첩성, 균형, 상

지협응 항목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

(3) 감각통합기능평가

① 감각프로파일(Sensory Profile)

전정감각, 촉각, 다감각, 구강감각처리의 어려움과 신

체위치와 움직임과 관련된 조절, 낮은 지구력과 근력, 감

각추구, 감각의 민감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② 임상관찰(Clinical Observation)

공차기 시 오른쪽 다리를 드는 순간 휘청거리며 헛발

질을 했고 한발로 서기는 양측 모두 2초간 유지할 수 있

었다. 던지기를 할 때 머리의 오른쪽 회전과 함께 공을 

잡은 오른쪽의 어깨와 팔꿈치에 과도한 노력이 관찰되었

다. 아동은 야구를 하는 동안 움직이는 공을 쫓아보지 못

했으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때 입술이 씰룩거리며 혀가 

돌출되며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또한 아동은 복와위굴곡

과 배와위신전 자세를 할 때 동시수축을 유지하지 못했

다. 이로보아 전신의 낮은 근 긴장도와 미 통합된 원시반

사, 직립반응 및 평형능력에 어려움이 보였다. 또한 자세 

및 동작을 모방할 수 없었고, 천천히 조절된 움직임을 나

타내는 슬로우 모션과 운동각, 촉각식별에서 불분명한 반

응을 보였다. 모지 대립, 제자리 걸음, 구강 및 자세 실행 

모방, 언어적 지시 실행검사의 어려움으로 보아 운동계획 

및 순서 실행, 체성감각 변별에 문제가 있었다.    

③ 감각증상목록

혼자서 놀 때나 티비를 보는 중간에 의미 없이 방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니거나 흐느적거리며 움직이다가 잘 부

딪히고 넘어진다고 하였다. 유치원에 드러눕는 일이 잦

고, 이동 시 지속해서 걷지 않고 주저앉으며, 물건을 다

룰 때 힘을 너무 약하게 또는 세게 주어 실수가 잦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일상생활에서 고유 감각 처

리의 문제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멍이 생겨도 좀처럼 눈

치 채지 못하고 주사를 맞을 때 반응이 없어 아픈 것에 

둔감한 반응을 보였다. 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을 구별하

지 못하고, 로션 바르기와 손이나 옷이 젖는 것을 싫어하

는 촉각처리의 어려움이 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

할 때 얼굴을 그릇쪽으로 옮겨서 음식을 먹거나, 식사도

구를 놓치고 음식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고 옷 갈아입기, 

양말신기, 양치하면서 물 뱉기가 되지 않고 율동을 따라

하지 못하며 세발자전거를 스스로 운전하여 타지 못한

다. 주로 또래보다 한 두살이 어린 동생들과 여자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4) 결과해석 및 추론

감각조절장애에 대한 결과로는 감각프로파일와 감각

증상목록의 결과 촉각의 과민 반응과 회전 움직임에 대

한 전정 감각의 과소반응이 혼재되어 있고, 끊임없이 돌

아다니려는 감각추구의 양상이 나타났다.

임상관찰 및 BOTMP를 평가했을 때 균형 및 평형, 낮

은 근력, 잔존된 원시반사는 전정-고유감각과 처리의 기

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자세조절의 문제로 해석된다. 자

세조절의 어려움은 아동이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거나 

놀이 시 안정된 자세 유지에 악영향을 주어 아동이 높은 

피로도를 느껴 활동 중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손을 더 서

투르게 쓰게 하거나 포기 또는 의존하려는 태도로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랜 시간 

보행을 할 때 주저앉고 보호자에게 매달리거나 기대어 

걷는 좋지 못한 이동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각프로파일와 감각증상목록의 결과 아동은 촉각의 

과민 반응과 임상관찰 및 실행검사 결과 촉각, 고유감각

의 변별, 양측 통합과 순서실행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촉각처리와 고유감각 변별의 어려움은 신체도식에도 영

향을 주는데 아동은 우산을 쓰면서도 우산이 얼마나 머

리의 위치에서 벗어났는지를 눈치 채지 못해 비에 홀딱 

젖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고개를 숙여 다리를 보면서 

이동한다. 또한 실행의 문제는 옷 갈아입기와 단추를 풀

고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며 책가방 챙기기와 준비물 정

리하기와 같은 처리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촉각과 고유감각의 처리의 어려움은 아동의 신체도

식과 손 조작을 어렵게 하여 여러 작업수행의 참여와 성

취를 방해하고 있다(표 2). 

종합하여 보았을 때 아동은 전정 고유감각 처리의 문

제로 인한 자세조절의 어려움이 명백히 나타나며 체성감

각처리의 문제와 양측통합 및 순서실행의 어려움이 모두 

포함되어 중등도 수준인 체성실행장애로 보여진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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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행동 영향을 주는 어려움의 요소

양말을 신고 옷을 벗고 입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체성감각 변별

양측통합 및 순서실행

자세반응

운동계획(실행)

계단과 야외에서 이동할 때 흐느적거리며 걷고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매달리

거나 기대어 걸으며 피로를 호소한다.

자세반응

근력 및 지구력

양측통합 및 순서실행

운동계획

손을 씻고 세수를 할 때 비누거품을 만들지 못하고 청결하게 몸을 씻어내지 

않아 늘 도움을 받는다.

촉각방어

운동계획

체성감각 변별

양측통합 및 순서실행

자세반응

표 2. 작업수행기술을 방해하는 표적행동

인해 다양한 작업수행의 독립적인 성취와 참여에 어려움

이 나타나고 또래에 비해 지연된 발달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의 작업수행의 참여와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성실행과 자세조절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과정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실행장애 아동에게 맞게 고안된 개별치료와 

또래와 함께 실시한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가 

작업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단

일대상 실험 연구방법 중 ABA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과정은 기초선 측정 및 사전평가 기간으로 4회기, 중재 

기간 24회기로 총 12주, 재 기초선 기간 3회기로 진행되

었다. 

기초선 측정을 위하여 발달, 작업수행요소인 감각통

합 평가와 사전평가로 작업수행기술평가를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하였다. 2012년 10월 4일부

터 2012년 12월 27일까지 감각통합치료를 통한 실험처

치는 총 24회기로 주 2회, 45분씩 12주에 걸쳐 진행하였

고 치료가 끝난 후 10분간 부모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

다. 중재는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각 주 1회씩 12주간 

실시하였다. 감각통합치료는 Ayres의 감각통합중재 중

심원리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중재기간 중 직접적인 작

업수행 향상을 위한 훈련은 실시하지 않았다. 

개별치료와 그룹치료 회기마다 GAS를 실시하여 통해 

감각통합능력을 측정하였고 2013년 1월 6일과 7일에 중

재효과 확인을 위하여 2회기에 걸쳐 작업수행기술의 재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아동의 치료 전 후 작업수행 변화의 비교를 위하여 사

전 평가와 중재 후 재평가를 통해 작업수행기술을 측정

하였으며, 중재기간동안 목표성취척도(Goal Attainment 

Scale: GAS)를 사용하여 감각통합능력 중 체성감각변별

능력과 자세조절능력이 변화되는 과정을 측정하였다. 

(1) 작업수행능력

작업수행능력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초선과 재평

가를 실시하여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변화를 보고자 다

음의 작업수행기술평가를 사용하였다. 작업수행의 어려움

과 우선순위를 확인하고자 보호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캐
나다작업수행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을 실시하였고, 작업수행기술의 발달 

정도를 확인하고자 ‘사회성숙도검사’, ‘녹스학령전기놀

이척도(Knox Preschool Play Scale-Revised: KPPS- R)’, 
‘아동용 일상생활활동 평가(Wee Function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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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개별치료

눈을 가리고 여러 물체 중 정해진 것을 1분 안에 5개 이상 찾아낸다.

-1 눈을 가리고 질감이 같은 물체를 찾아 낼 수 없다.

0 눈을 가리고 질감이 같은 물체를 찾아 낼 수 있다.

1 눈을 가리고 질감이 다른 물체를 같은 것 끼리 짝지어 5개 이하로

변별할 수 있다.

2 눈을 가리고 사진으로 확인한 5가지 물체를 찾을 수 있다.

3 눈을 가리고 여러 물체가 뒤섞인 바구니에서 원하는 물체를 

5개 이상 찾아낼 수 있다.

표 3. 체성감각변별능력에 따른 목표성취척도 내용

구    분 내용

그룹치료

친구와 플렛폼 스윙을 타며 바닥에 세워진 기둥을 넘어뜨릴 수 있다.

-1 플렛폼 그네에 올라서자마자 넘어진다.

0 플렛폼 그네에 혼자 올라섰다가 내려온다.

1 플렛폼 그네에 올라서서 그네를 움직이고 안전하게 내려온다.

2 친구와 플레폼 그네에 앉아서 움직인다.

3 친구와 플렛폼 그네를 움직여 바닥에 세워진 기둥을 넘어트린다.

표 4. 그룹치료의 목표성취척도 내용

Measure: WeeFIM)’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업수행능력을 파악할 때 아동의 표적행

동이 작업수행 목표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COPM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SMS와 KPPS-R, 

WeeFIM과 같은 작업수행영역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

동의 작업수행연령을 환산하여 작업수행능력의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 

(2) 감각통합능력

① 체성감각변별능력의 측정

개별치료를 통해 체성감각변별능력에 대한 효과를 규

명하고자 목표성취척도(Goal Attainment Scale; GAS)

를 사용하였다. 개별치료를 통해 대상 아동의 체성감각

변별능력을 파악하고자 매 세션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

로 목표성취척도를 구성하였다(표 3). 촉각의 질감을 식

별하는 것부터 입체각(stereognosis)과 촉각위치식별, 

운동각의 요소를 포함시켜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② 자세조절능력

그룹치료를 통해 자세조절능력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

고자 목표성취척도(Goal Attainment Scale; GAS)를 사

용하였다. 그룹치료를 통해 대상 아동의 체성감각변별능

력을 파악하고자 매 세션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목

표성취척도를 구성하였다(표 4).

3) 중재과정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보호자의 의뢰 사유와 COPM

의 중요도를 고려해 작업수행의 직접적인 수행을 방해하

는 체성실행과 자세조절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

였다. 중재 시 개별치료에는 체성감각변별 및 자세조절 

향상을 목적으로 촉각 및 고유 감각처리 활동을 주로 실

시하였고, 그룹 감각통합치료는 고유-전정 감각 처리 향

상을 위한 자세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개별치료는 체성 감각 처리의 향상과 부족한 촉각처리

가 중력에 대항한 굴곡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Blanche, 1995)을 근거로 체성감각 처리의 증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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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성감각변별능력 변화 그래프                     그림 2. 자세조절능력 변화 그래프

하고자 중력에 대한 자세 굴곡과 수축유지하는 시간을 

향상시키고 체성감각 변별능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세션 

목표를 설정해 보았다. 그룹치료의 세션 목표는 또래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세조절 및 실행과제로 설정

하였다. 

감각통합치료는 고유, 촉각, 전정감각의 처리 향상을 

중심으로 주 2회씩, 개별치료 12세션, 그룹치료 12세션

으로 총 24세션으로 진행하였다. 세션 시간은 총 45분으

로 준비활동 10분, 본활동 30분, 마무리활동 5분으로 감

각통합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개별치료에서는 체

성감각 변별 및 자세조절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고(표 3), 

그룹치료에서는 또래와 협동하여 운동을 계획하고 자세

를 조절할 수 있도록 중재(표 4)하였다. 감각통합 중재 

프로그램은 Ayres의 감각통합중재 중심원리에 따라 치

료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개별치료 프로그램

의 주 활동은 본 연구자가 일부 개발하였으나 그룹치료

의 프로그램은 세션 당시 아동의 의사와 흥미를 많이 반

영하여 일부 수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각 개별치료와 그

룹치료의 중재 세션의 목표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4) 감각통합치료 프로그램

(1) 감각통합 개별치료 프로그램(표 5)

(2) 감각통합 그룹치료 프로그램(표 6)

Ⅲ. 연구 결과

1. 감각통합능력의 변화

1) 체성감각변별능력의 변화 결과

개별치료를 진행하며 GAS를 통해 체성감각변별능력

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아동의 기초선인 0점의 수준을 

시작으로 세션이 진행될수록 체성감각변별능력에 대한 

목표 성취가 12세션에 걸쳐 평균 1.7점 증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1).

2) 자세조절능력의 변화 결과

총 12세션의 그룹치료를 진행하며 GAS를 통해 자세

조절능력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아동의 기초선으로 시작

된 0점의 수준에서 평균 1.9점의 자세조절능력이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2. 작업수행능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

COPM 측정결과 작업과제에 대한 수행도가 1점에서 

7점으로, 만족도는 2점에서 7점으로 향상되었다. SMS

에서는 작업과, 자조, 이동과 같은 작업수행능력의 향상

으로 사회연령이 5개월, 사회지수 16점의 성취가 나타났

다. KPPS-R을 통해 따른 놀이의 작업수행의 변화를 발

달연령의 변화로 추정해 보았을 때 52개월에서 55개월

로 중재 후 3개월의 향상된 수준이 보였다. 또한 아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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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개별치료 적응 반응

1
바닥에 설치된

폭탄 제거하기

- 경사로 위에 물건을 옮길 때 뒤로 이동하며 잡아당겨서 끌어 옮기기.

- 50cm가량 떨어진 의자위에 서서 높은 사다리로 건너가기.

- 경사로에 서서 롤 스윙이 가까워질 때 옮겨 타기.

- 롤 스윙에서 T bar를 잡고 볼풀장으로 건너가는 동안 매달려 붙잡기.

- T bar를 잡고 매달리는 동안 무릎을 들어올리기.

2
원기둥 

쓰러뜨리기

- 튜브그네에 앉아서 매달리는 동안 한 손을 원기둥 쪽으로 뻗어 넘어뜨리기.

- 움직이는 튜브그네에 매달려 타는 동안 원기둥 쪽으로 시선을 두고 유지하기.

- 복와위 자세로 튜브 그네를 끌어안고 매달려 최대 7초간 유지하기.

- 튜브그네에 앉아서 매달리는 동안 두 다리를 들어올려 원기둥 쪽으로 뻗기.

3

강을 건너서 금 캐오기(매

트와 매트 사이를 그네로 

건너가기)

- 흔들리는 플랫폼 그네에 바로 서서 내려오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기.

- 스스로 흔들리는 그네를 서서 좌우로 밀어 움직이기.

- 흔들리는 그네에서 네발기기 자세로 엉덩이를 내리지 않고 약 10초간 유지하기.

- 튜브그네에 몽키 자세로 매달려 타이밍에 맞게 매트위로 몸을 던지기.

- 롤 그네에 앉아서 앞뒤로 그네가 움직일 때, 바구니에 장난감을 넣기.

4 모래놀이

- 어깨와 팔꿈치의 사용을 줄이고 손에 힘을 주어 모래를 뭉쳐 덩어리를 만들기.

- 모래덩어리를 내려놓고 다시 부서서지 않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옮기기.

- 용기모양대로 만들어진 모래덩어리가 부서지지 않게 나무젓가락을 살살 돌려 넣기.

5
모래놀이, 안보고 모래 속

에서 물건 찾아내기

- 과도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고 모래덩어리를 찾아내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모래 덩어리 부수지 

않기.

- 도움 없이 스스로 눈을 감고 유지해서 촉각을 구별해 물건을 모래더미에서 찾아내기.

- 눈을 감고 모래에 손가락으로 도형이나 글자를 쓰며 위치나 형태에 맞게 수행하기.

6
출발 드림팀

(순환놀이)

- T-bar를 잡고 매달려 동시수축이 5초 이상 지속하기.

- 공중 사다리를 오르고 내릴 때 좌우를 교차하기.

- 모래주머니를 차고 모둠발로 30cm 거리 이상 장애물을 뛰어넘기.

- 팔다리에 묶인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풀어내어 무거운 몸에서 가벼운 몸으로 만들어가기.

7

바닥에 보드 마카로 미로

길을 그려서 스케이트보드

를 타고 도착점에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기

컨디션 저하로 모래놀이 실시.

- 모래를 꾹꾹 뭉쳐서 돌멩이 탑을 쌓기.

- 돌멩이 탑이 무너지지 않게 에디슨 젓가락으로 하나씩 덜기.

8

미로를 그려서 스케이트보

드를 타고 도착점에 정해

진 시간 안에 도착하기

- 고개를 기울이고 엎드려 누워서 그렸다가 약 1분간 네발기기 자세로 머리위치를 정면으로 

하고 이동하면서 바닥에 미로를 그리기.

- 선을 밟지 않고 천천히 미로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고 동그라미(징검다리형식의)도 건너뛰기.

- 발로 조금씩 축구공을 5회가량 옮겨서 이동하기.

9 로션썰매놀이

- 두 손으로 짤주머니를 움켜잡고 힘을 조절하여 바닥에 쉐이빙폼으로 숫자와 이름을 쓰기.

- 미끄러운 경사로 위를 엎드려서 줄을 당겨 올라가기.

- 무릎을 껴안고 웅크려 누운 자세로 경사로를 미끄러 내리기,

- 무릎서기를 하며 잡은 줄을 놓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 평평한 매트에서 이동하기.

10 집 만들기
- 여러 매트, 원기둥, 파라슈트, 벤치 등 치료실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이용하여 도구를 세우고 

밀고 올리며 뒤집는 것을 하면서 근위부 관절의 안정성, 운동계획 등을 증진하기.

11 우주선 이동하기 컨디션 저하로 눈을 가리고 전지에 편지쓰기.

12
안대를 착용하고 길찾기 - 지도를 보고 위치에 맞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동하기.

- 발걸음과 보폭을 조절하여 알맞은 위치가지 눈을 가린채 이동하기.

표 5. 감각통합 개별치료 중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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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테마 내용

1
출발 드림팀

- 가파르고 높은 경사로와 계단을 신체 전신을 이용해서 기어올라 자세를 조절하고 양측 협응.

- 흔들리는 터널을 지나는 고유전정계 활동을 통해 평형반응과 근위부 관절의 안정성 증진.

- 높은 터널에서 볼풀장 아래로 안전하게 내려옴으로써 수직방향으로의 전정처리기능을 향

상시키고 내려오는 방법과 동작을 구성하는 자세 조절, 실행 증진.

- 높은 곳에서 아래로 뛰어내릴 때 근위부관절의 안정성과 민첩성, 적절한 보호신전반응을 

관찰하고 하지의 신전근을 촉진시키고 균형 유지.

2 출발 드림팀
- 전정고유계 처리가 향상으로 흔들리는 터널에서 네발로 기어가는 동안 평형반응 증진하기.

- 흔들리는 터널에서 공을 굴려 통과하는 동안 신체를 기립하여 빠져나오기.

3 출발 드림팀

- 머리를 들어올리는 동안 목에서의 동시수축.

- 터널에서 네발기기를 하며 근위부관절 안정성 증진.

- 징검다리 뛰기를 하면서 균형 및 자세조절.

- 촉각식별능력 증진.

- 사다리 오르내리기를 통한 좌우교차.

- 징검다리 건너뛰기를 통해 고유감각의 강도, 방향에 대한 변별능력 증진.

4 출발 드림팀
- 전정고유계 처리가 향상으로 흔들리는 터널에서 네발로 기어가는 동안 평형반응 촉진.

- 흔들리는 터널에서 공을 굴려 통과하는 동안 신체를 기립하여 자세 조절하기.

5 출발 드림팀

- 가까이 굴러오는 원기둥을 보고 타이밍에 맞게 높이 무릎을 들어 점프하며 원기둥 건너 

뛰기.

- 엎드려서 폄근을 유지하여 슬라이딩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보호신전반응과 근위부 

관절의 안정성, 상부체간의 동시수축 유지하기.

- 플랫폼 그네를 타는 동안 다양한 자세를 유지하고, 그네가 경사로로 다가갈 때 안정되게 

착지.

6 출발 드림팀

- 무거운 것을 밀거나 당기며 강한 고유계 감각 활동을 한다.

- 높은 곳에서 자세조절을 하며 멀리뛰기.

- T bar에 매달려 유지할 수 있고, 다리와 몸통을 흔들어 벌어진 틈 사이를 건너기.

- 도움 없이 비스듬히 내리막의 경사로위에 있는 쿠션매트에서 앞구르기.

7 출발 드림팀

- 징검다리를 모둠발로 연속하여 뛸어 건넘.

- 흔들리는 그네에서 두 발로 볼링핀을 잡아들어 손으로 옮김.

- PEP자세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볼링핀을 바구니에 넣기.

8 사방치기

- 가위질하기, 테이프, 적절한 길이와 방향, 모양에 맞게 붙여 바닥에 사방치기판을 만들기.

- 돌멩이 대신 신고있던 슬리퍼를 발로 차 던져 원하는 칸 착지시키기.

- 정해진 순서와 규칙에 맞게 게임하기.

9 콜라, 사이다 게임

- 정해진 길이만큼 알맞게 자르고 테이프가 울지 않게 출발선 또는 도착선을 붙이기.

- 힘 조절을 잘 하여 바둑알을 알맞게 던지기.

- 한발로 서서 무릎을 들고 피면서 헐렁하게 신은 슬리퍼를 발로 차서 던지기.

10 돈가스놀이

- 선을 맡은 친구가 예) “돈, 가스, 가스, 돈, 가스”라고 말한 것을 듣고 되뇌이기.

- 움직임과 돈가스의 구호를 기억하여 동시에 실행하기.

- 친구가 공격하러 올 때, 타이밍과 민첩성에 맡게 한 발씩 피하기.

11 숨바꼭질

- 가위바위보를 할 때 구호, 타이밍에 맞게 내밀기.

-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보인다”의 구호를 10회만 말하기.

- 다양한 장소에 숨는 동안 자세를 조절하고 적절한 방법과 도구, 자세로 참여하기.

- 숨어있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기.

1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말하는 동안 움직이던 자세를 멈추고 유지하기.

표 6. 감각통합 그룹치료 중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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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구 평가 결과

캐나다작업수행측정
외출복에서 일상복으로 도움 없이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

중요도10/ 수행도7/ 만족도7

사회성숙도검사 사회연령(SA): 6세 3개월

사회지수(SQ): 89

녹스학령전기척도

공간 관리

도구 관리

상징 모방

참여

약 48개월

약 57개월

약 60개월

약 57개월

아동용 

일상생활활동 평가

Self Care

Sphincter Control

Mobility Transfer

Locomotion

Communication

Social Cognition

Total WeeFIM

34/42

14/14

20/21

14/14

14/14

15/15

111/126

표 7. 작업수행기술 사전평가 결과

그림 3. 작업수행능력 변화 그래프

일상생활활동평가 결과 총점 94점에서 111점으로 감독 

및 보호가 필요했던 수준에서 부분 독립적 기능으로 향

상되었고, 특히 ADL항목이 포함된 자기관리 영역에서 

큰 폭으로 증진되었다(표 7).

종합해보면 아동의 발달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진된 것

이 확인되었다(그림 3). 특히 대상 아동의 의뢰사유였던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등의 의존하고 회피했던 작업수

행의 참여와 독립적 성취가 나타나 작업수행능력의 긍정

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을 COPM의 평가를 통해 클라이언

트의 수행과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인식을 확

인할 수 있었다.

Ⅳ. 고  찰

본 연구 대상아동의 의뢰사유는 일상생활동작과 같은 

작업수행의 의존 및 회피로 인한 어려움이었다. 아동은 

정상수준인 지능 및 언어발달에 비하여, 기초선 평가 시 

DDST-2와 BOTMP의 결과에 따르면 약 2년 미만의 지연

된 운동발달이 나타났으며 작업수행 사전 평가 결과 전반

적으로 생활연령 또래들이 성취한 ADL과 놀이기술에 어

려움이 나타났다. 감각통합평가결과 아동은 감각조절의 

어려움과 체성실행의 문제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아동은 장애가 없는 일반아동으로 감각처리장애 중 감



체성실행장애 아동을 위한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가 감각통합능력 및 작업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개별 실험 연구   23

각조절장애와 체성실행장애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었다. 

학교나 일상에서 반복되는 사소한 작업수행들은 감각처

리장애 아동에게 큰 도전과 장벽이 되었고 낮은 자신감

과 자기 효능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회피와 의

존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아동이 작업을 수행할 때 의존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는 작업수행능력평가와 감각증상

목록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감각조절의 어려움에

서 기인하기보다 ‘나는 이거 어려워서 못해’라는 아동

의 인식과 서투른 운동 기술의 문제로부터 나타났고 따

라서 체성실행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삶에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작업수행

의 참여는 체성실행의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체성실행장애에 대한 중재를 우선

으로 진행하였다. 

중재는 24회기, 약 두달 동안 체성감각변별능력 및 자

세조절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성감각 및 전정-고유 감

각처리 향상을 중심으로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하

며 실시하였다. 목표설정은 클라이언트와 인터뷰를 하여 

아동의 작업수행이 향상되길 바라는 과제에 초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아동의 표적행동을 종합하여 설정한 장기목

표는 1년 단위로 ‘아동은 15분 이내에 도움 없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로 선정하였고, 캐나다작

업수행측정을 통해 사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수행

능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감각통합능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선과 중재기간 동안 목표성취척도

(GAS)를 사용하여 개별치료와 그룹치료의 각 세션별 단

기목표행동을 측정하였다.

캐나다작업수행측정을 통한 아동의 작업수행의 변화

를 살펴본 결과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

치료는 체성실행장애 아동의 작업수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작업 수행을 의존하고 회피하여 수행도가 1점

이었던 사전평가와 달리 중재 후 사후 평가에서 7점으로 

향상되었고, 만족도 역시 2점에서 7점으로 향상된 것이 나

타났다. 또한 매 회기마다 측정한 GAS 점수를 보면 개별

치료를 통해 체성감각 변별력이 증진되었고 그룹치료에서

는 자세조절 및 실행과 관계된 목표행동이 향상되었다.  

아동이 가진 촉각적인 민감성과 함께 통각의 둔감함, 

식별되지 않는 촉각입력의 문제, 낮은 근긴장으로 휘청

이듯 움직이고 조절되지 않는 위치 및 운동감각의 고유

감각의 문제, 다양한 전정 고유감각 처리에 의한 자세반

응의 문제들은 아동이 명백한 체성실행장애라는 것을 증

명한다. 체성실행장애는 양측통합과 순서를 계획하고 타

이밍을 처리하는 것에도 동시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따

라서 아동에게 집중된 개별치료를 통해 촉각과 고유감각

처리를 중심으로한 체성감각변별능력이 필요했다. 

감각통합치료는 놀이를 주 매체로 진행되며 현실의 억

압으로부터 벗어난 상대적인 자유를 제공해야한다

(Ayres, 1972). 놀이에 대한 내적 동기와 중요성, 성공된 

수행은 아동의 흥미를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

지며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연구 대상 아동은 또래와 함

께 노는 것에 즐거움과 가치를 두고 있었고, 또래와 함께 

놀 때 놀이 기술 향상에 더 몰입하며 성취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중재 전 아동은 집단 활동에 참여할 때 스스로 

하려기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잦았고, 활동을 시작

하고 마무리하지 못했다. 현실에서 자유로운 감각통합치

료의 세팅에서 아동에게 적절한 도전을 제공하며 또래와 

협력적인 놀이의 경험을 제공해준 그룹치료는 회피하고 

외면했던 놀이기술의 의미와 성취에 대한 내적동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또래와 상호 협력하는 그룹

치료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부합되는 적절한 도전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행동을 수정하고 도전을 조절하려는 

내적인 의지가 발달하면서 놀이기술 성취에 대한 동기와 

도전이 개별치료로 전이되었다. 개별치료는 체성감각변

별과 자세조절 중심의 체성실행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돕는 활동으로 진행하려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피드백

과 피드포워드에 의존활동으로 아동의 자기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감각통합치료학회 임상과정을 통해 아동에

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각통합 기능장애와 작업행동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감각통합 기능장

애의 중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그 원인을 추론

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고안해 중재하고, 긍정적인 변

화를 확인하여 연구하고 전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수련

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로 체성실행장

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례를 한명으로 일반화시키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감각통합치료학회의 임상과정

의 수련내용을 사례연구로 정리하기에 연구의 실험 설계

와 효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임상과정 수련과 동시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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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험연구 또는 대상자의 수를 늘리고 통제변인을 미리 

고려한 설계를 적용해 실시하여, 감각통합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종속변수인 

작업수행능력의 변화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구

의 사용과 표적행동을 명확하기 기술할 필요가 있다. 차

후에는 이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

통합치료가 체성실행장애 아동의 작업수행능력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만 5세 11개월

의 남아로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등을 회피하고 의존하여 감각통합치료에 의뢰되었다. 연

구 과정은 기초선 기간 4회기, 중재 기간 24회기로, 총 

12주간 각 주1회씩 개별치료와 그룹치료의 감각통합치

료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아동의 치료 전 후 작업수행 

변화의 비교를 위하여 시작 전 4회기의 기초선 평가와 

중재 후 2회기의 재평가로 작업수행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중재기간동안 목표성취척도(Goal Attainment Scale: 

GAS)를 통하여 감각통합능력이 변화되는 과정을 측정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는 

체성실행장애 아동의 작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는 

체성실행장애 아동의 감각통합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작업 수행을 회피하고 의존하는 체성실행장

애아동에게 개별치료와 그룹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

를 실시하여 내적동기와 적절한 도전에 대한 풍부한 기

회를 제공해주었고, 이로 인해 감각통합능력과 작업수행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체계화된 실험설계로 연구를 진행하고 감각

통합능력 및 작업수행능력과 같은 종속변수를 측정할 때 

신뢰성 있는 도구의 사용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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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Therapy and Group Therapy for Sensory Integration Ability and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ies in Children With Somatodyspraxi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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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 M., O.T., Lee, Ji-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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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W.,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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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focused on combined both individual therapy and group therapy for sensory integration ability and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ies in children with somatodyspraxia.

Methods : Once in a total of 12 weeks, baseline period of four sessions and twenty-four session 

intervention period, research process had combined individual therapy and group therapy for 

sensory integration therapy. The Design is ABA design of single-subject research design. For a 

comparison of each-side of the operation performance change in therapy for children, through the 

assessment Baseline at four sessions and reassessment at two sessions after intervention, the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 change was measured. During intervention period, Process 

changed the Sensory Integration ability was measured through the Goal Attainment Scale (GAS).

Results : The Sensory Integration Ability combined Individual therapy and Group therapy have effect 

about improvement of the Sensory Integration ability and the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 for 

children with Somatodyspraxia.

Conclusion : Henceforth, subject will undergo systematized experimental design, and when dependent 

variable such as Sensory Integration ability and the Occupational performance was measured, 

effect-measuring study needs through using reliable tools.

Key words :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 sensory integration ability, somatodysprax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