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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프로그램이 감각조절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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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감각방어를 가진 자폐 범주성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감각조절과 사회

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이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는 감각방어를 가진 만 12세의 자폐 범주성 아동 1명이었다. 보호자 인터뷰와 평가를 통해 대

상 아동에게 맞는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보호자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가정에서 총 23일간 하루에 

3번 30분씩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 중재 전 후에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과 사회성숙도검사가 시행되었고 아동의 감각증상목록이 작성되었다.

결과 :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 중재 후,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검사의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영역이 정상범주에 속하게 되었으며,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연령과 사회지수

가 향상되었다.

결론 :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감각방어가 완화되었으며 감각조절과 감정의 조절이 향상되었지만 한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제어 : 자폐 범주성 장애, 감각방어, 감각조절, 가정프로그램, 감각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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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자폐 범주성 장애의 발병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

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88명 중 1명의 

아동이 자폐 범주성 장애로 판명되었으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한국

의 7~12세 아동의 2.64%가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가진

다. 자폐 범주성 장애의 증상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12). 자

폐 범주성 장애는 사회성 결여, 상동행동/ 특이행동 

및 의사소통 지연의 증상들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은 대부분 감각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

의 80%가 감각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다(Ben-Sasson 

et al., 2009; Baranek, 2002). 이러한 감각조절장

애로 인해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은 학교생활과 일상

생활활동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Schaaf, Hunt 

& Benevides, 2012; Smith et al., 2005).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감

각조절장애에는 감각 과잉 반응(sensory ov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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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영역 감각에 대한 반응

촉각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것을 피하여 빠르게 도망감

악수하거나 안아줄 때 경직되고 싫어함

손에 묻을 것 같은 물질을 만지기 싫어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 불편해 함

청각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소리 지르면서 우는 모습

일상 속에서 나는 큰 소리들에 대해 매우 놀라고 불쾌해함

놀이 활동을 할 때 소리가 나는 지 확인하고 소리가 나는 활동이면 하지 않으려 하거나 놀이 중간에 

부적절하게 자주 귀를 막음.(예 : 볼링치기, 풍선치기, 젠가) 

음악이나 노래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음악 소리나 노래 소리가 들리면 힘들어함

전정감각

그네타기를 무서워함(살짝 타는 정도임)

회전하기와 고개가 아래로 향하는 활동 시도하지 못함

난간이 있는 계단 이동시 반드시 난간을 잡고 이동

고유수용성감각
끊임없이 몸통을 앞, 뒤로 흔듦

운동 틱(엄지와 검지, 중지를 부딪치기)

시각 싫어하는 자극이 있는 물체나 사람을 안 보려고 눈을 피함

구강 촉각/ 미각

딱딱한 음식 잘 씹지 않으려고 함

편식이 심함(채소, 과일 먹지 않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함

음성 틱(혀 차기)

기타

자신이 싫어하는 자극을 받았을 때 극도로 예민해지고 감정조절이 어려움

한번 화가 나면 상황, 장소와 상관없이 하루 종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고 진정되기 어려움

자신이 싫어했던 자극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함

자신이 싫어하는 자극을 받으면 며칠 동안 계속 집착적으로 그 자극이 싫다고 말함

표 1. 감각증상 목록

sponsivity), 감각 과소 반응(sensory under-re-

sponsivity), 감각 추구(sensory seeking/craving)

가 있다. 감각 과잉 반응은 감각 정보에 대해 예민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회피 혹은 싸우려는 반응을 나타

낸다. 이로 인해 특정한 감각에 대해 회피하는 감각

방어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면 청각방어를 가진 경

우 특정한 소리가 났을 때 귀를 막거나 구석으로 들

어가는 반응이 나타난다. 구강방어를 가진 경우 칫솔

이나 치약의 맛, 질감으로 인해 회피반응을 보이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제한을 가진다. 또한 

촉각방어를 가진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촉각자극에 대해 과민 반응을 하여 주변사람 

혹은 사물의 접촉에 대해 괴로워하고 회피하거나 화

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의 가능성

이 있는 활동들, 예컨대, 줄서기, 친구들과 대화하기, 

체육활동 등에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감

각 방어는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는 개인에게 적절한 적응

을 필요로 하며, 집단의 구성원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장소다. 그러나 감각방어를 가진 경우 착석과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또래 

관계에 있어서 일관적인 태도와 반응을 보일 수 없게 

되므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큰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감각방어를 가진 자폐 범주성 장애아동의 일상

생활과 사회에의 참여와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

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각통합치료는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재법이다(Lang, O’Reilly & Healy, 

2012; Watling et al, 1999). Ayres(1950)는 감각통

합을 자신의 신체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감

각들을 뇌에서 조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내에

서 자신의 신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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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의미 있는 감각

통합과 감각경험을 통한 목표-지향적이며 조직화된 

반응을 적응반응(adaptive response)이라고 한다. 

감각통합치료는 아동의 적응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놀

이 활동과 감각을 강화시키는 상호작용을 사용한다. 

자폐 범주성 장애아동에게 행해지는 감각통합치료는 

아동의 적응반응을 증진시킴으로써 감각조절장애로 

인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감각통합치료는 시간, 장소, 비용에 있어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좀 더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감각식이(sensory diet) 가정프로그램을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지영, 김성은, 2007; 

Bundy, 2002). Wilbarger는 감각조절장애를 치료하

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감각방어를 치료할 수 있는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Wilbarger, 1995). Wilbarger

가 소개한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에는 감각방어에 대

해 아동이 인식하게 하는 과정과 아동에게 맞춰진 감

각식이를 제공하는 과정과 Wilbarger protocol을 사

용한 집중적 치료 실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감각

식이 가정프로그램은 각 아동과 보호자의 활동 수준, 

활동 가능한 시간, 환경 등에게 맞춰져서 감각식이를 

위한 시간표가 짜여 진다.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와 

돈의 부족을 해결하면서도 치료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undy et al, 2002).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

는데 이는 보호자가 치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아동과 치료자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감각통합치료의 중재 효과를 나타냈

다.(Kaplan, 1993; 이성아 등, 2003; 이지영, 김성

은, 2007; 김영란, 2012) 특히 자폐 범주성 아동에게

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가정을 바탕으로 한 가족 중심의 접근인 

감각식이 가정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

정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을 통해 아

동이 혼자서 활동을 수행하기 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를 위해 우선적으로 치료사의 보호자 상담과 교육이 

실시되므로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 자폐 범주성 아

동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

한다(이지영, 김성은, 2007). 또한 감각식이 가정프

로그램을 직접 시행해보면서 부모와 가족들은 자폐 

범주성 아동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

법을 알게 된다(Bundy, 2002). 감각식이 가정프로그

램을 통해 자폐 범주성 아동들은 감각조절장애의 치

료와 함께 상호작용의 경험을 하며 학교생활의 적응

과 또래관계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에의 참여를 준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폐 범주성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

식이 가정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감각방어를 포함한 

감각조절장애의 치료와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능력, 

즉 사회성숙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의뢰사유 및 과거력

  연구 대상은 만 12세 여아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아스퍼거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추

정진단과 경도의 지적장애, 틱 장애 진단을 받은 아

동이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교에 다녔으나 아동의 

음성 틱과 운동 틱으로 인해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따돌림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

고 등교를 거부하였다. 5학년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

고 있으며 현재는 아동의 보호자(어머니)와 홈스쿨링

으로 가정에서 영어, 수학 등을 하고 있다. 4학년 때 

따돌림을 당한 경험 이후에 감각방어 증세가 심해졌

고 항상 거의 모든 자극에 대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

며 감정조절이 어려워서 쉽게 화를 내거나 심하게 울

고 진정되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가 있는 지역 근처

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며 또래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

이 크다. 늘 산만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일상생

활수행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이에 비해 수

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틱 장애와 

불안장애의 중재를 위해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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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감각식이 활동

오전 7시 30~8시

잔잔한 클래식 음악 틀음

이불 덮고 있는 채로 엄마나 아빠가 그 위에 올라가서 깊은 압력 제공

이불로 김밥 말이 하고 구르기

안고 구르기/ 혼자 옆으로 구르기

이불 위에서 점프하기 50회

오후 5시 30분~6시

책을 여러 권 넣은 묵직한 가방(4kg)을 매고 계단 오르내리기

(4층까지 왕복 1회)

줄넘기 100회~400회

두 발 동시 점프 100회

달리기(80m, 4회)

한 발로 서기(양쪽 20초씩 3회)

오후 9시~9시 30분

코끼리 코 10번 돌기

안고 구르기/ 혼자 옆으로 구르기(4m 왕복 10회)

아빠랑 씨름 놀이

윗몸 일으키기(10번씩 3회)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실내자전거(10분)

따뜻한 목욕

표 2. 감각식이 가정 프로그램

용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중단하면서 원주에 있는 아

동발달연구소의 감각통합치료를 의뢰하였다.

  아동은 CARS 검사 상 자폐아로 분류되었고, 청소

년/성인 감각프로파일 검사 상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영역이 much more than most 

people로 나온 감각 방어 증상이 있는 아동이다. 아

동은 감각통합적 중재로써의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

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으며 보호자가 연구에 동의하

였고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에 보호자와 아동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였다.

2) 감각증상 목록

  임상관찰과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아동의 감각들에 

대한 반응을 목록화 하였다.

2. 연구 도구

1) 사회성숙도 검사

  사회성숙도 검사는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

기 관리, 사회화의 6개의 변인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능력, 즉 적응 행동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1935년에 

Doll이 “바인랜드 사회성숙척도”란 이름으로 사회성

숙도검사를 발표하였고 후에 1965년에 나온 5판을 모

체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김승국, 김옥기, 1995). 이 검사는 부모나 부모 대리

자와의 면접을 통해 평가하는 도구이며, 사회 연령과 

사회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수행 수준에 따라 “+”, 
“+F”, “+No”, “±”, “-”로 채점된다. 미국판 검사자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로 신뢰할만한 검사이다.

2) 청소년/성인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은 Brown과 Dunn(2002)

가 개발한 도구로서 11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혹은 

성인의 감각처리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자가 진단 

형식의 질문지이다. 6개의 영역, 총 60문항으로 “낮
은 등록(Low Registration)”, “감각 찾기(Sensory 

Seeking)”, “감각민감성(Sensory Sensitivity)”, “감
각회피(Sensation Avoiding)”의 4가지 영역에서 much 

less than most people/ less than most people/ 

similar to most people/ more than most people/ 

much more than most people로 평가된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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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ant Total
Much Less Than 

Most People

Less Than Most 

People

Similar 

To Most People

More Than 

Most People

Much More Than 

Most People

1.  Low Registration 47/75 15------18 19------26 27------40 41------51 52------75

2.  Sensation Seeking 20/75 15------27 28------41 42------58 59------65 66------75

3.  Sensory Sensitivity 58/75 15------19 20------25 26------40 41------48 49------75

4.  Sensation Avoiding 58/75 15------18 19------25 26------40 41------48 49------75

<사후 검사 결과>

Quadrant Total
Much Less Than 

Most People

Less Than Most 

People

Similar 

To Most People

More Than 

Most People

Much More Than 

Most People

1.  Low Registration 30/75 15------18 19------26 27------40 41------51 52------75

2.  Sensation Seeking 25/75 15------27 28------41 42------58 59------65 66------75

3.  Sensory Sensitivity 34/75 15------19 20------25 26------40 41------48 49------75

4.  Sensation Avoiding 36/75 15------18 19------25 26------40 41------48 49------75

표 3. AASP 사전, 사후 평가 결과

<사전 검사 결과>

에서 사용한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은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박미희, 김경미(2006)의 선행연구에

서 사용되었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

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6이었으며, 각 영역

별 하부 항목의 Cronbach’s alpha 값은 낮은등록 α

=.78, 감각찾기 α=.51, 감각민감성 α=.79, 감각회피 

α=.79이다.

3. 연구 내용

1) 연구 설계

  2014년 5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4주간 주 5일 

혹은 6일로 총 23일 동안 하루에 3번(아침, 저녁, 자

기 전) 30분씩 감각식이 가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였

다. 중재 전, 후에 사회성숙도 검사, 청소년/성인 감

각프로파일 검사와 감각에 대한 반응들의 변화를 임

상관찰과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평가하였다.

2) 감각식이 가정 프로그램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아동의 평소 1주일간의 시간

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감각식이 가정 프로그

램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활동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감각조절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활동들로써 감각통합에서 주요한 감각들인 고유수용

성감각, 전정감각, 촉각들을 아동의 각성상태를 낮춰

주며 안정화시켜줄 수 있게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제

안하였고(이성아 등, 2003; 박지훈 등, 2009; 조은

희, 전병진, 2009; Ayres, 1979; Bundy et al, 

2002),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대상 아동에게 맞게 선

별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감각식이 가정 프로그램 수행 점검

표를 매주 1회씩 보호자에게 제공하였고 매주 프로그

램을 수행한 이전 주의 수행 점검표가 수거되었다(부

록 1. 감각식이 가정 프로그램 수행 점검표 ).

Ⅲ. 연구 결과

  감각식이 가정 프로그램 중재 전 AASP 검사 결과

(표 3.)는 Low Registration이 “more than most 

people”, Sensation Seeking이 “much less than 

most people”, Sensory Sensitivity와 Sensation 

Avoiding이 각각 “much more than most people”가 

나왔다. 중재 후 검사 결과 Low Registration과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이 모두 

“similar to most people”로 나와 정상 범위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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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SA SQ

사전 평가 68.5 6.83 56.92

사후 평가 76.0 8.33 69.42

표 4. 사회성숙도 검사 사전, 사후 평가 결과

감각영역 감각에 대한 반응

촉각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접촉할 때 주춤하지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음

치료실에서 또래 친구와 악수 할 수 있음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친근하게 말 걸기를 시도함

청각

아기 울음소리에 전보다 덜 민감해져서 울지 않고 참는 모습

일상 속에서 나는 큰 소리들에 대해 여전히 신경은 쓰지만 바로 화를 내거나 우는 대신 “이건 무슨 

소리지?”하고 묻는 모습

놀이를 할 때 물건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날 시에 귀를 막는 횟수가 줄었고 도전해보는 모습(볼링

치기, 풍선치기, 젠가 놀이 가능해짐)

치료실에서 놀이 할 때 노래를 틀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수용함

전정감각

치료실에 와서 그네 서서 타기를 가장 먼저 하겠다고 말함

고개가 아래로 향하는 활동인 튜브그네를 엎드려서 타기를 도전해보는 모습

난간 있는 계단 이동 시 난간을 잡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동함 

고유수용성감각 변화 없음

시각 싫어하는 시각적 자극에 대해 덜 예민한 반응

구강 촉각/ 미각

스스로 여러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시도하는 모습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적은 양이라도 먹기를 시도해보는 모습

음성 틱(혀 차기) 줄었음

기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울더라도 전처럼 길게 울지 않고 화를 내거나 우는 시간이 줄었음

어려운 활동들을 금방 포기해버리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 시도하는 모습

표 5. 중재 후 감각 증상 목록

는 결과가 나왔고 Sensation Seeking은 사전 검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표 4.) 사전 평가의 사회연령

(SA)이 6.83세에서 사후 평가 때 8.33세로 향상되었고 

사회지수(SQ) 역시 56.92에서 69.42로 증가하였다.

  감각식이 가정 프로그램 중재 후 감각증상 목록(표 

5.)에서 감각에 대한 반응을 보면 대부분의 감각(촉

각, 청각, 전정감각, 시각, 구강 촉각/미각)에 대해 

덜 예민해졌고 혐오하고 회피하거나 화내는 반응

(fight or flight)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전에는 무

조건 피하거나 화내거나 우는 반응이 나왔던 자극을 받

을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시도해보려는 모습(그네 타

기, 소리 나는 활동하기, 새로운 음식 먹기 시도해보기 

등)이 보이며 감각 조절이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 

  아동의 보호자가 감각식이 가정 프로그램 수행 점

검표에 아동의 활동에 대한 반응과 일상생활을 관찰

한 일지를 쓰게 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를 주 단위

로 요약하였다(표 6).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감각 조절의 어려움을 가진 자폐 범주

성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을 적용하

였을 때 감각 조절과 사회적 능력의 증진이 있는지 알

아보았다. 연구 결과 AASP 검사의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영역이 

정상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사전 검사에서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영역이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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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감각식이 활동, 일상생활 관찰

1주차

아침 활동 시 운동하기 싫다고 하거나 힘들다고 투덜거림

계단 오르내릴 때 난간 의지하고 어지러움 호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엉거주춤한 자세

묻는 말에 대답 바로 안 해줬다고 화내고 크게 우는 모습

2주차

아침 활동 시작 할 때는 투덜거리다가 활동 도중에 기분 좋아짐

전에는 작은 단추 잠그는 걸 짜증내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티셔츠에 있는 작은 단추를 스스로 잠그는 것 

시도해봄

외출 시 작은 단추를 채워보더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고 뿌듯해함

저녁 운동 때 아빠가 함께 해줘서 더 재미있다고 말함

아침 식사 때 밥그릇에 밥풀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우려고 노력(전에는 화내면서 하지 않았음)

줄넘기 할 때 발소리가 덜 쿵쿵 거리고 가벼워짐

3주차

아침 활동 시 오늘은 힘들지 않다고 말함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설거지통에 갖다 놓음(처음 하는 행동)

계단을 오르내릴 때 처음으로 난간을 한 번도 안 잡았으나 발걸음을 조심하는 모습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물었을 때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서 눈물이 났다고 설명하고 그래도 자기가 잘 

참았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모습

4주차

늘 반복하는 만화캐릭터 이야기에 보호자가 지쳐서 퉁명스럽게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크

게 화내거나 우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알았어요. 그만할게요.”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감

“엄마 내가 요즘 화를 안 내는 거 같아요.”, “내가 감정조절을 잘 하는 거 같죠?” 라고 스스로 물어봄

산책할 때 전에는 자기 혼자 만화캐릭터 생각하면서 웃거나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만화캐릭터 중 누가 더 

좋은 지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외모와 모습에 

대한 질문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처음 가지는 모습 

계단 오르내리기 하면서 “선생님은 왜 이렇게 쉬운 걸 시키셨지?”하면서 자신감 보임

표 6. 보호자 관찰 일지 주별 요약 

more than most people”로써 감각방어가 심했음을 

나타냈었는데, 중재 후 “similar to most people”가 

된 것은 아동이 자극들에 대한 예민함과 과반응이 감

소하고 일상적인 감감들에 대해 보다 정상적인 반응

을 하게 되었고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이 아동의 감

각방어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가리

킨다. Sensory Seeking 영역은 감각에 대한 역치가 

높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인 아동

의 경우는 오히려 역치가 낮아서 감각에 대해 쉽게 

감지하고 과반응을 했던 아동이었기 때문에 중재 전

후에 점수의 변화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Bundy et al, 2002). 사회성숙도 검사에서도 사회연

령과 사회지수가 증가한 것을 보아 아동의 사회적 능

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재 후 감각에 

대한 반응 역시 중재 전보다 감각방어가 완화되고 감

각조절이 증진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보호자 관찰일지

를 통해 감각식이 활동을 할 때와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조절 능력이 증진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 향상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 중재를 사용한 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한다.(이성아 등, 2003; 이지영, 김성

은, 2007; 박지훈 등, 2009; 조은희, 전병진, 2009).

  선행 연구를 보면, 이지영과 김성은(2007)은 만 4

세 10개월 된 여아를 대상으로 감각식이 가정프로그

램을 적용하였는데 본 연구와 같이 하루에 3번(아침, 

저녁, 자기 전) 감각식이 활동들이 시행되었고 8개월 

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단축감각프로파

일 점수가 151점(probable difference)에서 171점

(typical performance)으로 향상되었다. 이 연구결

과는 본 연구의 AASP 4개의 영역 중 3개인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영역이 정상범주에 속하게 된 것과 일치한

다. 이성아 등(2003)은 전 학령기 유아 3명을 대상으

로 감각식이 가정 프로그램을 각각 22일, 19일, 66일 



70    Therapeutic Science for Neurorehabilitation Vol. 4, No, 1, 2015.

시행하였고 66일 시행한 아동뿐만 아니라 단기간 중

재가 이루어진 아동들에게서도 발달과 감각조절에의 

증진이 있었다. 이 결과는 23일간 감각식이 가정프로

그램을 시행한 후 감각조절의 효과가 나타난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고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을 단기간 

적용했음에도 감각조절의 큰 향상을 보였다는 결과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 활동들

은 감각통합적 중재 접근들을 사용한 문헌들과 감각

식이 가정프로그램의 효과를 나타낸 연구들에서 사용

한 방법들을 참고하였다(이성아 등, 2003; 이지영, 

김성은, 2007; 박지훈 등, 2009; 조은희, 전병진, 2009; 

Ayres, 1979; Bundy et al, 2002). Ayres(1972)는 

여러 감각들의 방어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방법으

로 고유수용성 감각과 깊은 압력(deep pressure)을 

입력시켜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여러 문헌들에서 

감각방어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과 도구

들을 소개한 바 있다(Ayres, 1979; Bundy et al, 

2002; Yack, Sutton, & Aquilla, 2002). 선행 연구

들을 보면 단순히 필요한 감각들만 제시된 것이 아니

라 하루 일과 중 감각식이 활동을 시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이지영, 김성은, 2007; 박지훈 등, 

2009; Champagne, 2011). 감각방어가 있어서 불안

하고 각성이 높은 상태인 아동에게 매일 일정한 시간

에 이루어지는 집중적인 주요 감각입력(고유수용성 

감각, 깊은 압박, 전정감각)은 감정적인 안정감을 더

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Bundy, Lane & Murray, 

2002). 이와 같이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 활동을 일

정한 시간에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이 본 연구의 결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문헌들과 연구들에서 나온 중재 방법들은 

주로 전학령기와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법들로써 부

모가 아동을 안거나 직접 들어주는 등 아동이 부모를 

많이 의지해야하는 방식이었고 따라서 감각의 입력 

또한 수동적인 것이 많았다(이성아 등, 2003; 조은

희, 전병진, 2009, Wilbarger, 1995). 본 연구의 대

상자는 만 12세 아동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었

고 보호자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사용

할 수 없었으므로 같은 감각을 입력해주되 보호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보호자에게 덜 의지하면서 보다 

능동적인 방법으로 감각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집 

앞 계단, 운동장, 공원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감각식

이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감각식이 

활동들이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 감각조절의 향상

과 사회적 능력의 증진이 있었음은 감각식이 가정 프

로그램을 전 학령기와 저학년 아동뿐만 아니라 고학

년과 청소년기, 성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감각식이 활동들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불안 또는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로 인해 감각방어 증상을 나타내는 성인들에

게 다양한 방법으로 감각식이 활동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Karen, Alexis, 2002; Pfeiffer, Kinnealey, 2003; 

Champagne, 2011). Pfeiffer와 Kinnealey(2003)는 

감각방어가 있는 26~4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

에게 맞춰진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중

재 후에 대상자들의 감각방어와 불안이 감소한 효과

가 있었다. Champagne(2011)의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42세 백인 여성을 대상으로 감

각식이 활동과 인지행동치료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감각식이 활동 중에 진정시키는 음악

(calming music) 듣기, 향이 나는 제품들 사용, 흔들

의자 사용, 무게감 있는 이불 사용하는 등 감각조절

을 위해 전정자극과 고유수용성감각, 깊은 압력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선택했

던 사회성숙도 검사를 시행한 후 아동의 검사 점수가 

향상하여 사회 연령과 사회 지수의 향상을 보였지만 

아동의 사회적 변화를 민감하게 보거나 결과 점수 변

화에 따라 중재 방법을 세부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부

적절한 평가도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감각방

어를 가진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감각에 대해 과민 반

응함으로써 감정조절이 어려웠는데 본 연구의 중재를 

통해 감정조절 능력이 향상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향

후 연구에서는 감각방어 아동의 감정조절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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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감각조절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3일이라는 단기간 안에 감각 조절과 사

회적 능력에서의 향상을 보였으나 아동에게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주 2회의 감각통합치료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

례 연구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고 중재 후 

추적을 하지 않아서 장기간에의 효과 지속여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감각통합 가정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여 감각조절의 어려움을 가진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에게 이 방법이 더욱 보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감각방어를 주된 증상으로 하며 감

각 조절의 어려움을 가진 자폐 범주성 아동을 대상으

로 감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감각 조

절과 사회적 능력의 증진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감각

식이 가정프로그램이 하루에 세 번씩 23일간 시행되

었고 중재 전후에 AASP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시행하

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감각 조절 향상과 사회적 능

력의 향상이 있었고 이를 통해 감각 조절을 위한 감

각식이 가정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중재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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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Effect of Sensory Diet Home Program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Who Have Sensory 

Defensiveness: Case Report

Hu, Soh Young, B.H.Sc.,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nsory diet home pro-

gram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who have sensory defensiveness and explore 

how this intervention affect to sensory modulation and social interaction ability. 

Methods : The subject of this case study was a 12-year-old girl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who was struggling with her sensory modulation problem. Parent interview and evaluations 

were conducted and subject-tailored sensory diet home program was made by the therapist. 

Parent education for the home program was provided to parents and everyday, 3 times, 30mi-

nutes of home program activities were conducted to the child for 23 days.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nd Social Maturity Scale were measured at pre and post intervention and 

parent wrote daily observation record about child during the intervention.

Results : After the intervention,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area 

of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included to the normal range and the scores of the Social 

Maturity Scale improved. 

Conclusions : Child’s sensory defensiveness was relieved and sensory modulation and controling 

emotion ability were improved. While there was significant improvement for sensory modu-

lation and social interaction ability, this was a case study and there was only one subject. 

So we need to study with larger sample size to generalize this intervention’s effectiveness.

Key Words : Autism Spectrum Disorder, Sensory Defensiveness, Sensory Modulation, Home 

Program, Sensory Di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