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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두적 지시의 수행, 모방, 도구의 사용을 위해 행동

이나 움직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인 실행(Dewey, 

Cantell, & Crawford, 2007; Mostofsky, Dubey, 

Jerath, Jansiewicz, Goldberg, & Denckla, 2006)은 

운동능력을 기초로 한다. 실행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뇌와 행동의 연결 과정으

로(Ayres, 1985), 자전거 타기, 축구하기, 타인의 행동

을 관찰하는 등 아동의 학습과 복잡한 운동 기술을 세련

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Bhat, Landa, & Galloway, 

2011; Jansiewicz, Goldberg, Newschaffer, Denckla, 

Landa, & Mostofsky, 2006; Lloyd, MacDonald, & 

Lord, 2013; Pan, Tsai, & Chu, 2009; Provost, 

Heimerl, & Lopez, 2007). 운동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수행하고(Frederi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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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우리나라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 적합성 검사(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2: 

BOT-2) 단축형을 사용하여 학령전기 아동의 운동 능력을 제시하고, BOT-2의 표준화를 위한 선행 연구로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부산과 김해의 만 4세∼6세 8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BOT-2 단축형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운동능력을 

평가하였다. 기술 통계분석을 사용하여 운동능력의 평균값,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성별과 나이에 따른 운동능

력의 차이는 독립 t 검정과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만 4세와 5세간 원점수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0), 만 5세와 6세간의 미세운동 정확성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4). 미세운동정확성, 미세운동 통합, 균형 항목에서 여자의 평균이 높았다

(p = .022, p = .006, p = .031). BOT-2 개발 대상 아동에 비해 4세와 5세 아동은 높은 원점수 평균을 나타내었고

(p = .007, p = .000), 전 연령에서 높은 표준 점수를 보였다. 

결론 : 본 연구는 전 학령기 아동의 운동능력에 대한 각 항목의 평균을 제시하였고, 나이와 성별에 따른 운동능력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학령전기 아동으로 연령이 제한되어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나 BOT-2 단축형 학령전기 아동 

규준 데이터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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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din, 1996), 움직임을 창조하거나 새로운 움직임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조직화하고 계획하는데 심리-신경학

적 문제를 가진다(Roley, Blanche, & Schaaf, 2001). 

이러한 아동은 자세 변화와 자세모방 및 움직임의 순서

화, 타이밍, 방향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의 기본적인 

활동에도 문제를 갖는다(Bang, Kim, Kim, Baek, Oh, 

& Jung, 2008).  

운동 실행은 만 3∼5세 사이에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

지는데(Park & Park, 2010) 이 시기의 운동 발달지연은 

후기 발달을 방해한다. 아동기에는 자전거 타기, 수영, 

줄넘기 등 대근육 운동 수행을 선호하고(Cratty, 1986) 

이것은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주거 환경 

변화 교통의 발달로 신체 운동의 공간과 기회가 줄어들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체와 컴퓨터의 발달, 인지위주의 

학습, 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실외놀이의 중요성의 

과소평가로 실외 신체 활동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Lee 

& Choi, 2016). 아동의 신체 운동은 성장의 원동력으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생활의 

기초가 된다(Kang, 2002). 따라서 이 시기의 신체 움직

임과 운동 실행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아동의 조기 평가와 중재는 신체적, 사회적, 학습적, 

감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Dewey & Wilson, 

2001; Gillberg, 2003). 조기 평가에 따른 조기 치료는 

후기 아동기에 시작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과 이차적인 

발달지연의 방지에 도움이 된다(Berk & DeGangi, 1979; 

McIntosh, Gibney, Quinn, & Kundert, 2000). 아동의 

발달과 작업수행을 다루는 작업치료영역에서 임상관찰

(clinical observation)과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BOTMP), Motor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MABC), 감각통합실행검사(Sensory 

Integration and Praxis Tests: SIPT)등을 통하여 운동 

실행의 평가가 이루어진다(Son et al., 2013). 하지만 위

의 평가도구는 아직 국내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았고, 감각통합실행검사만 기초연구가 이루어진 실정이

다(Son et al., 2013). 

BOTMP는 한국 작업치료사들이 아동의 운동 적합성 

검사 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35.8%), 감각통합영

역에서 실행 평가 시 두 번째로 높은 비율(19.4%)로 사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Hong & Kim, 2013; Yoo, Jung, 

Park, & Choi, 2006), 아직 국내에서 표준화되지 않았

다. 외국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를 표준화 하지 않고 사용

할 경우 언어와 문화적으로 부적합한 평가 내용으로 인

한 문제와 표준화된 점수를 대상 아동의 평가결과 비교

에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Custer, Hoijtink, & Net, 

2000). 특히 실행기능은 시지각이나(Kim, Kwon, Park, 

Lee, & Kim, 2006) 운동 협응(Han & Kim, 2014)과 같

이 인종이나 문화, 교육과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요소를 포함하므로 표준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BOT-2 단축형을 이용하여 경

남 지역과 부산에 거주하는 만 4세에서 만 6세의 학령전

기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 실행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평

가하여 BOT-2의 표준화를 위한 선행 연구로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과 김해지역의 만 4세 36명, 

만 5세 27명, 만 6세 18명 총 81명의 아동이다. 시각과 

청각 기능이 정상범주에 속하고 손과 팔부위에 질병이나 

손상이 없으며 본 연구에 필요한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

고 수행할 수 있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유치원에서 반

별로 모집된 전체인원 중 배제기준에 의하여 배제한 인

원은 없었다. 평가기간은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10일

까지였다.

2. 연구도구

1)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2 

(BOT-2)

아동의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ruininks- 

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2(BOT-2) 단축

형을 사용하였다. BOT-2는 4세에서 21세까지 다양한 

운동 기술 숙련도와 운동조절 및 운동협응에 문제를 가

진 개인의 운동기술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1978년 

Bruininks가 개발한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BOTMP)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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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2는 미세운동조절(fine manual control), 손상지 

협응(manual coordination), 신체 협응(body coordination), 

근력과 민첩성(strength and agility)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4영역은 미세 운동 정확성(fine motor 

precision), 미세 운동 통합(fine motor integration), 

손기민성(manual dexterity), 양측협응(bilateral coordina- 

tion), 균형(balance activities), 달리기 속도 및 기민성

(running speed and agility), 상지 협응(upper-limb 

coordination), 근력(strength)의 8개 하위검사로 나뉜

다. 본 연구에서는 8개 하위검사를 14항목으로 구성한 

단축형 BOT-2를 사용하였다. BOT-2의 내적일치도는 

.78~.97,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3~.95, 검사자간 신

뢰도는 .92 이상이다(Bruininks & Bruininks, 2005).

    

2) 연구 절차

전화로 부산과 김해의 유치원을 섭외하고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연구에 동의한 곳을 방문하였다. 대상연령의 아

동 부모에게 평가와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

를 얻었고,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통하여 대상 아동을 선정하였다. 검사 환경은 아동에게 

익숙한 유치원 교실에서 조용하고 아동용 책상과 의자에 

앉아 마주보고 시행하였다. 평가자는 작업치료학 전공자 

5명으로 BOT-2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익숙해 질 때까지 BOT-2의 평가 과정이 담긴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고 내용 및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3회 이

상의 연습을 실시하였고, 작업치료학과 지도교수의 확인

을 거쳤다. 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자는 아동에게 평가

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이해가 될 때 까지 충분히 설명하

였고 시범을 보여 주었다. 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BOT-2 단축형의 각 항목들을 평가 수행방법에 따라 1대

1로 평가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여 통

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 

보기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운동능력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정규성 만족하여 

성별에 따른 운동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

검정을 사용하였고, 연령에 따른 비교는 일원 분산분석

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

준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만 4세 0개월부터 만 6세 11개월까지 이었으며, 만 4세 

아동은 36명(44.4%), 만 5세 아동은 27명(33.3%), 만 6

세 아동은 18명(22.2%)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44명

(54.3%), 여자가 37명(45.7%)이었다.

2. BOT-2 원점수와 표준점수 총점의 평균 

나이별 비교

14 항목 나이별 원점수 총점의 평균 비교에서는 4세와 

5세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Table 2).

 

3. 8개 하위검사 원점수 평균 나이별 비교

BOT-2 하위검사 8개의 원점수를 나이별로 비교한 평

Age
Gender

N(%)
Boys(%) Girls(%)

4 22(61.1) 14(39.9) 36(44.4)

5 13(48.1) 14(51.9) 27(33.3)

6 9(50.0) 9(50.0) 18(22.2)

Total 44(54.3) 37(45.7) 81(100.0)

Table 1.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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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은 Table 3과 같다. 만 4세와 5세 평균 비교에서 미세

운동 정확성(p = .000), 미세운동 통합(p = .000), 손 

기민성(p = .005), 양측협응(p = .020), 상지협응(p = 

.002), 근력(p = .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 5

세와 6세에서는 미세운동 정확성(p = .014)에서만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Age Raw score (M ± SD) p Standard score (M ± SD) p

4 37.67 ± 11.48
.000*

.660 

60.64 ± 9.34
.906

.826
5 52.89 ± 8.75 59.63 ± 9.05

6 59.89 ± 2.21 57.94 ± 7.88

Table 2. Total raw score and standard score of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2 
(BOT-2 Short Form) BOT-2 SF                                                                         [N = 81]

M ± SD: Mean ± Standard Deviation

Subtest (score) Age M ± SD p

Fine motor precision (14)

4 4.06 ± 2.44 
 .000**

.014*5 6.93 ± 2.89

6 9.28 ± 2.42

Fine motor integration (10)

4 5.25 ± 2.57
 .000**

.131
5 8.00 ± 1.52

6 9.22 ± 0.81

Manual dexterity (9)

4 2.67 ± 2.24
 .005**

.325
5 4.30 ± 1.73

6 5.17 ± 1.25

Bilateral coordination (7)

4 6.03 ± 1.32
 .020*

.883
5 6.74 ± 0.53

6 6.89 ± 0.59

Balance activities (8)

4 6.28 ± 1.19
.091

.879 
5 6.88 ± 0.93

6 7.06 ± 1.06

Running speed and agility (10)

4 7.28 ± 1.99
.135 

.514
5 8.04 ± 0.98

6 8.56 ± 0.51

Upper-limb coordination (12)

4 2.64 ± 2.67
 .002**

.870 
5 5.22 ± 2.91

6 5.67 ± 2.72

Strength (18)

4 3.72 ± 3.12
 .000**

.322
5 6.78 ± 2.71

6 8.06 ± 1.98

*p < .05, **p < .01

M ± SD: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3. Age difference of raw score (8 subtest)                                                       [N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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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개 하위검사 원점수 평균 성별 비교

BOT-2 하위검사 8개의 원점수의 평균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미세운동 정확성(p = .022), 미세운동통합(p 

= .006), 양측협응(p = .031)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3개 항목 모두 여자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Table 4).

5. 14항목 원점수 나이별, 남녀 평균

 

전체 14항목 원점수의 나이별, 남녀 평균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Ⅳ. 고  찰

BOT-2는 운동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도구

로 작업치료 분야에서 운동 실행능력의 평가를 위해 빈

번히 사용하지만 국내 표준화되지 않아 한국 아동에게 

그 결과를 적용하기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

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로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학령

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BOT-2를 실시하고 나이별 평균

을 제시하고 나이와 성별 간 운동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

았다. 

본 연구의 결과 BOT-2 단축형 원점수 총점의 평균에

서는 만 4세와 만 5세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5), 

만 5세와 만 6세는 평균점수의 차이는 있으나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ang과 Hwang(2004)이 정상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운동감각 점수를 비교한 연구에서

도 만 4세와 만 5세, 만 4세와 만 6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 .05), 만 5세와 만 6세에서는 평균점수의 

차이는 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였다. 

8개 하위검사의 원점수 평균은 미세운동 정확성에서 

만 5세와 만 6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에서 성

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따라 작업과제가 달라지므

로 손의 기능과 움직임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고(Lee, 

2002), 손의 파악(prehension)과 강도(strength)의 형태

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한다(Shiffmanm, 1992). 

 Subtest (score) Gender M ± SD p

Fine motor precision (14)
Boys 5.41 ± 3.42

 .022*

Girls 7.08 ± 2.94

Fine motor integration (10)
Boys 6.36 ± 2.89

  .006**

Girls 7.86 ± 1.86

Manual dexterity (9)
Boys 3.50 ± 2.41

.214
Girls 4.08 ± 1.75

Bilateral coordination (7)
Boys 6.36 ± 1.26

.382
Girls 6.57 ± 0.69

Balance activities (8)
Boys 6.41 ± 1.13

 .031*
Girls 6.95 ± 1.05

Running speed and agility (10)
Boys 7.55 ± 1.92

.070
Girls 8.14 ± 0.82

Upper-limb coordination (12)
Boys 4.43 ± 3.17

.410
Girls 3.86 ± 2.95

Strength (18)
Boys 5.57 ± 3.76

.681
Girls 5.86 ± 2.69

Table 4. Gender difference of raw score (8 subtest)                                                    [N = 81] 

M ± SD: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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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으로, 학령 전기 아동의 잡기와 쥐는 힘은 이전 연

령보다 발달하고, 3∼4세와 4∼5세 사이의 아동들이 손

바닥 잡기, 측면 잡기, 3점으로 잡는 힘에 있어서 의미 있

는 증가를 보인다(Lee-Valkov, Aaron, Eladoumikdachi, 

Thornby, & Netscher, 2003). 6세는 학령기를 준비하

는 연령으로 글씨쓰기 등 미세한 손의 움직임에 대한 요

구의 증가에 따라 미세 손기능이 확연히 발달한다(Lee, 

2002). 

8개 하위검사의 성별 평균의 차이는 미세운동 정확성

과 미세운동 통합, 균형 활동에서 유의하였는데(p < .05) 

여자가 모두 남자보다 3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다. 미세 동작은 협응과 통합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능력

으로 나이나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Charlane, 

Anne, & Linda, 1997). 남자는 구조화와 같은 공간적 

과제를 잘 수행하는 반면, 여자는 섬세한 운동제어 과제

를 더 잘 수행한다. 그림을 그리거나 모양을 따라 선을 

그리는 눈-손 협응력 과제는 공간적 능력과 함께 보다 

섬세한 운동 제어와 손가락 기능을 요구하므로 관련 항

Subtest Items Gender 4 years 5 years 6 years

Fine motor 

precision 

(14)

Drawing lines in crooked path 
Boys 2.32 ± 1.25 3.85 ± 1.68 4.89 ± 1.36

Girls 2.93 ± 1.07 4.36 ± 1.39 5.56 ± 2.01

Folding paper 
Boys 1.18 ± 1.62 2.69 ± 2.02 3.56 ± 2.13

Girls 2.00 ± 1.41 2.93 ± 1.77 4.56 ± 1.33

Fine motor 

integration

(10)

Copying a square 
Boys 3.09 ± 1.69 4.15 ± 0.69 4.56 ± 0.53

Girls 3.93 ± 1.00 4.21 ± 0.80 4.78 ± 0.44

Copying a star 
Boys 1.36 ± 1.26 3.54 ± 1.33 4.56 ± 0.73

Girls 2.57 ± 1.55 4.07 ± 0.73 4.56 ± 0.53

Manual dexterity 

(9)
Transferring pennies 

Boys 2.46 ± 2.48 4.23 ± 2.17 5.00 ± 1.22

Girls 3.00 ± 1.84 4.36 ± 1.28 5.33 ± 1.32

Bilateral 

coordination

(7)

Jumping in place 
Boys 2.68 ± 0.78 3.00 ± 0.00 3.11 ± 0.33

Girls 2.71 ± 0.73 2.86 ± 0.53 2.89 ± 0.33

Tapping feet and finger 
Boys 3.23 ± 1.02 3.62 ± 0.50 4.00 ± 0.00

Girls 3.50 ± 0.52 4.00 ± 0.00 3.78 ± 0.43

Balance activities

(8)

Walking forward a line 
Boys 3.91 ± 0.43 3.77 ± 0.44 3.89 ± 0.33

Girls 3.79 ± 0.43 3.93 ± 0.27 4.00 ± 0.00

Standing on one leg 
Boys 2.18 ± 0.96 2.92 ± 0.76 2.89 ± 1.05

Girls 2.70 ± 1.05 3.14 ± 0.95 3.33 ± 0.87

Running speed 

and agility (10)
One-legged stationary hop 

Boys 6.64 ± 2.30 8.30 ± 0.85 8.67 ± 0.50

Girls 8.29 ± 0.61 7.79 ± 1.05 8.44 ± 0.53

Upper-limb 

coordination

(12)

Dropping and catching ball
Boys 1.67 ± 2.01 3.77 ± 1.64 4.22 ± 1.30

girls 1.86 ± 1.75 3.07 ± 2.06 3.33 ± 2.18

Dribbling a ball 
Boys 0.68 ± 0.89 2.31 ± 1.03 2.44 ± 1.42

Girls 0.93 ± 1.07 1.36 ± 1.39 1.33 ± 0.87

Strength

(18)

push-ups
Boys 2.05 ± 2.21 4.54 ± 1.94 5.33 ± 1.32

Girls 2.43 ± 2.28 3.64 ± 1.65 4.56 ± 1.33

Sit-ups 
Boys 1.14 ± 1.42 2.77 ± 1.88 3.56 ± 0.88

Girls 2.14 ± 1.35 2.64 ± 1.01 2.67 ± 0.87

Table 5. Raw scores for 14 items                                                                      [N = 81] 

M ± SD: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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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여자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Kimura, 

1992). 운동 속도와 섬세한 시각적인 운동의 협응성을 

요구하는 Pegboard 검사에도 성별의 차가 나타났으며

(Ruff & Parker, 1993), 비우세손과 우세손 모두에서 여

자는 남자보다 뛰어남을 보였다(Pearson & Fergelson, 

1989). 

4세와 5세의 원점수 총점 평균은 각각 37.67, 52.89

점으로 BOT-2 개발대상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

수를 나타내었고(p = .007, p = .000), 우리나라 아동의 

표준 점수는 4세가 60.64점, 5세가 59.63점, 6세가 

57.94점으로 나타나, 개발대상 아동의 50%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 50점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벨기에의 6세 

아동과 표준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아동이 

57.94로 벨기에 아동의 평균 50.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Job, Eva, Jan, Roel, Renaat, & Matthieu, 

2014). 인도 산탈족의 5∼6세 아동과 비교 하였을 때 우

리나라 아동의 원점수 총점의 평균이 높았다(p = .000) 

(Chowdhury, Wrotniak, & Ghosh, 2010). 이는 영아기 

이후에 인종이나 문화와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큰 영

향을 받아 운동 협응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는 개

체발생적 행동(ontogenetic behavior)을 보이는 것

(Han & Kim 2014)과 일상생활에서 젓가락과 같은 세밀

한 동작을 하는 민족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이나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민족의 식습관에 대한 손의 

기능도 차이가 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Lee, 2002). 

따라서 평가도구의 규준을 개발할 때의 대상자와 다른 

인종이나 교육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아동을 평가할 때

에는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Simons, Daly, Theodorou, 

Caron, Simons, & Andoniadou, 2008; Yu, Kim, & 

Kim, 2006).

본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대상아동들이 부산과 김해지역에 거주하고, 만4∼

6세까지의 아동 81명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또한 임의 

추출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모든 지역의 

학령전기 정상 아동에게 적용하고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인지능력과 발달상의 요소들이 

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대상자

의 동질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더 많

은 일반아동과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BOT-2의 표준

화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만 4

세와 5세간의 원점수 총점, 만 5세와 6세간의 미세운동 

정확성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미

세 운동 정확성, 미세 운동 통합, 균형 항목에서 유의하

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BOT-2 개발 대상 아동에 

비해 4세와 5세 아동은 높은 원점수 평균을 나타내었고

(p = .007, p = .000), 전 연령에서 높은 표준 점수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의 연령과 지역이 제한되

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본 평가도구를 사용

하는 임상가 및 연구자에게 BOT-2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추후 BOT-2를 이용

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보다 확장하여 표준화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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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Motor Ability of Preschool Aged Children by Using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2 (BOT-2) Short Form

Hong, Ki-hoon, M.Sc, O.T., Kim, Do-yeon, Kang, Hye-bin, Park, Tae-yeong,

 Yun, Eun-jeong, Lee, Ji-yeong, Jung, Hye-rim,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preliminary data as a pilot study on standardizing BOT-2 by using 

an assessment criteria linked to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BOTMP) short form for the 

children with preschool years(4-6 year old) in South Korea. 

Methods : A total of 81 children aged 4-6 in Busan and Gimhae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evaluated by using BOT-2 SF. It provides the average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about the abilities 

of praxis along with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es, and has the verification of gender differences by using 

independent t-test and using ANOVA for discrepancies in the abilities of praxis.    

Results : There were significance difference in the total raw score between four and five (p=.000), the items 

on fine motor accuracy between five and six year olds (p=.014). Girls showed higher scores than boys in 

fine motor accuracy, fine motor integration and balance (p=.022, p=.006, p=.031). Also, mean raw scores 

of 4 and 5 year olds (p=.007, =.000), and the all age group's standard scores were higher than the age in 

American children who were the participants of BOT-2.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ed the average of each item with regard to the ability of motor praxis about 

the children of preschool ages and showed the dissimilarity in the ability of motor praxis between age and 

gender, also betwe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nd American children who were participants of BOT-2. 

The research could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studies to standardize BOT-2 SF for korean preschoolers.

Key words :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BOTMP), children of pre-school age, 

motor function, motor prax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