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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과 운동 중심의 융합 활동으로 구성 된 그룹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조절능력, 실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설계는 사전-사후 검사를 통
한 사례 연구이며 대상자는 총 3명이다. 사전-사후 검사로 자기 조절 능력 척도와 실행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운동적
합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감각-운동 중심의 그룹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전정 감각, 고유 감각, 촉각이 기초 한 움직임 
활동을 하였으며 아동의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 1과 대상자 2 아동은 자기
조절 능력, 실행 기능의 향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교육 현장과 임상이 연계되어 학교의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그룹 중심의 감각-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의 적응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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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nsory-motor centered group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on self-regulation and executive function in first grade elementary 
school maladjusted children. It is a case study through pre-post design with a total of 3 subjects. A pre- 
and post-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hange in Self-Control Rating Scale and to find out the 
execution function by Bruininks-Osereta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he sensory-motor centered 
group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performed movement activities based on vestibular sensation, 
proprioception, and tactile sensation, and the task was selected by investigating the child's preference 
for activity. As a result, subjects 1 and 2 children showed improved self-regulation and executive 
fun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the group-centered sensory-motor 
program can be provided to children who show maladjustment in school by linking the educational 
field and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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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령기 아동은 학교에서의 적응과 교육을 통해서 발달
해가며 성인기를 준비한다. 학교생활의 적응은 미래의 직
장과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
적이고 실용적 수행을 익힐 수 있게 한다[1].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동들은 최초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유아기보다 더욱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2].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학습적인 측면
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유치원과는 다른 환경과 일
과에 적응하는데  데 어려움을 겪었고, 유치원보다 놀이 
활동을 위한 시간, 공간의 부족이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만
드는데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일탈과 부적
응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학교생활 부적응이란 학
교의 다양한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교사 및 다른 학
생들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가지며 학습 동기가 저
하되어 학습활동이나 수업에 수동적이며 무기력하여 학
교생활 전반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6]. 
초등학교에서부터 부적응을 겪는 아동은 중학교 · 고등
학교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4,5].

학교 부적응의 원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갑작스러운 환
경의 변화도 있지만 매우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
다. 주로 통합적 관점에서의 원인을 알아보는데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지역 사회 요인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
다[6]. 

개인적 요인은 질병이나 비만, 신체상의 결함이나 처
리 능력의 저하 등이 포함될 수 있다[7]. 아동의 신체상의 
결함이나 처리 능력의 저하는 주로 유아기의 대근육 활
동을 포함한 신체 지각 능력의 지연, 자기조절능력의 감
소, 감각처리능력의 어려움에서 나타난다[8]. 자기조절능
력은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은 실행하고, 그렇지 않은 행
동은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게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9]. 아동의 발달과정을 보면 신체
와 환경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감각을 통합해 가고 이를 
통해 신체-운동적, 인지적 발달을 이루어  발달의 통합적 
결과로 실행적 기능과 자기 조절의 능력을 점차 정교화
시킨다[8].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은 유아기부터 형성되어 
이후 지속되는 능력으로 유아기에 자기조절능력을 올바
르게 형성하지 못한 경우 학령기가 되었을 때 충동적이
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10].  
다양한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

재 방법들이 보고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주로 자기 주도 
학습[11]이나 학습 코치 프로그램[12]이 소개되고 심리 
분야에서는 상담프로그램, 미술과 음악 중심의 예술 활동
이 보고[13]되며 재활 치료 분야에서는 감각통합 치료
[14], 승마 치료[15]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감각통합치료는 조절된 감각입력을 통하여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뇌의 기능적 능력을 개선하는 중재방법
으로 아동 작업치료의 한 분야이다[16]. 감각처리는 신체
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감각 정보를 뇌에 등록, 조절, 분
류, 해석하여 적절한 행동 반응을 실행하거나 의미 있는 
발달을 이끌어 내는 신경학적 과정이다[17]. 감각처리 과
정을 통해서는 우리는 삶 속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
끼고, 특별한 상황과 환경적 요구들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18]. 감각처리 발달은 학령기가 되었을 때, 집중
력, 학습능력, 조직화 능력 등의 기초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8]. 감각처리장애를 가진 학령기 아동은 학교활동에
서 요구하는 기술을 익히기가 어려우며 그로 인해 학습
과 놀이의 참여가 감소하고 자신감이 저하될 수 있다[8]. 
또한, 감각에 기초한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신
체활동을 회피하며 또래보다 내향적이고 사회관계 형성
에도 미숙함을 보인다[19].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감각처
리장애는 학습, 또래관계 형성, 일상생활 등의 어려움을 
일으켜 학교 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20].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
동 장애아동에게 그룹의 감각통합 놀이 활동을 적용하였
을 때 아동의 사회적 기술 향상, 자아 존중감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또 다른 
연구에서도 초등학생 20명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에게 감각통합 훈련을 실시했을 때 실행 기능의 향
상 효과가 나타났다[22]. 또한, 최근 발달장애, 지적장애, 
발달 지연 아동에게 감각통합 중재를 그룹치료의 형태로 
제공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사회성, 실행능력, 감
각 처리 능력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
타내고 있다[23]. 

하지만 학교 부적응 아동은 감각처리의 어려움을 상당
히 동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통합중재 효과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부적응 행동을 나
타내는 학생들에게 그룹으로 감각-운동 중심의 작업치료 
활동을 적용해 봄으로써 자기 조절 능력 및 실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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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추출의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

되었으며, △△군의 정신보건 센터에서 관내 초등학교 선
생님에 의해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있다고 의뢰받은 아
동들이 대상이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아동은 3
명의 1학년(만 7세) 남아이다. 3명의 남아는 △△군 ○○
초등학교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관내의 정신
보건 센터에서 학교 부적응의 문제로 의뢰되어 부모의 
동의하에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남아 1의 특징은 마른 
체격의 아동으로 그림 그리기 활동과 만들기 활동을 좋
아하나 한글이나 수의 개념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 또래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들의 사소한 행동에 삐지거나 우는 
행동이 자주 나타나며 속상한 일을 선생님께 와서 계속 
말하는 행동을 보였다. 남아 2는 친구들과 노는 방법을 
잘 몰라서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마다 친구를 툭툭 건드
리는 행동을 자주 보여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
다. 그로 인해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이 잘 되지 않
았다. 부모님의 직장 문제로 모와 떨어져 살았고 부가 동
생과 함께 양육하고 있었다. 행동은 손과 발을 가만히 두
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패턴을 보였으며 자극에 쉽게 
산만해졌다. 남아 3은 외형적으로는 적당한 체격이었으
나 체력이 약한 편으로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할 때 힘들
어한다고 교사가 보고하였다. 소극적인 성격으로 친구들
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등원 시 모와 잘 
떨어지지 못해 울거나 감정이 상한 상태로 등원하는 경
우가 종종 있었다.

2.2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사전 평가 및 사후 평가의 결과를 비교하고

자 하는 사전-사후 검사 설계의 사례연구이었다.  정신보
건 센터에서 학교 부적응의 문제로 의뢰받은 3명의 아동
에게 자기 조절력, 운동 중심의 실행능력, 감각 조절력에 
대한 사전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후 10회기의 감각-운
동 중심 그룹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
램 후 사전 평가와 동일한 사후 평가를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자기 조절 능력 척도
자기 조절 능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Kendall과 

Wilcox가 개발한 SCRS(Self-Control Rating Scale)사

용하였다[24]. 이 평가도구는 인지적 자기통제와 행동적 
자기통제의 두 가지 영역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33개
의 문항으로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종하의 축소된 
15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교사용을 사용하여 대상자들
의 담임교사가 응답하였다[25]. 각 문항으로 1∼7점 척
도로, 1에 가까울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7에 가까울수록 높은 충동성을 의미한다. 평균 3.5점은 
자기 조절능력이 보통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Kendall과 Wilcox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
수는 .98로 보고되었다[24]. 

2.3.2 운동 적합성 검사(Bruininks-Osereta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BOT-2)

아동의 실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운동 적합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BOT-2는 1978년 Bruininks가 개발한 것
으로 4세에서 21세 연령의 운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26]. BOT-2는 미세운동조절, 손 협응, 신체 협
응, 근력과 민첩성의 4가지 복합 운동영역의 숙련도를 평
가한다. 평가 소유시간은 대략 40∼60분 정도이다. 
BOT-2의 하위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70∼.80,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80∼.90, 그리고 전체운동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90이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8∼.97이
다[26]. 

2.3.3 학교용 감각프로파일 (Sensory profile-school 
companion)

학교용 감각프로파일은 만 5세∼10세의 아동의 감각
처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도구이며 감
각처리 능력과 교실과 학교 환경에서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학교용 감각프로파일은 청각처리, 시각
처리, 촉각처리, 움직임 처리, 감각처리 관련 행동 반응, 
학교 요인 관련 반응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담임교사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26]. 이 평가도
구는 문항의 구성이 감각계별로 분류되어있어 각각의 감
각에 관한 조절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
석한다. 검사의 해석은 영역의 값에 따라서 정상 범주, 의
심 범주, 문제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평가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3∼.95이며, 검사-재검사 신뢰
도 계수는 .80∼.95이다[27]. 

2.4 중재 프로그램 
감각-운동 중심 그룹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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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Main sensory  Child's reaction Activity picture

Turning each other and 
pushing the swing

Vestibular-
Proprioceptive 

activity

- At first, the force of the pushing child was not well 
controlled, so it was performed with the help of a 
therapist.

- It was possible to push with force gradually, and asked 
to push each other voluntarily and performed by 
controlling the strength.

Jumping from high with 
a trampoline + Rolling 

forward and descending 
the slide

Vestibular-
Proprioceptive 

activity

- Two children performed with great pleasure. 
- Subject 3 The child liked it, but was not able to roll 

forward and was initially afraid to jump from a high 
place.

Go up the ladder 
together, bring the 

puzzle, and complete it 
together 

Proprioceptive-Ve
stibular activity 

Working together, climbing up to the end of the ladder and 
solving puzzles allowed them to perform at a progressively 
faster pace.

Follow the order and 
zip-line to complete the 

task

Vestibular-
Proprioceptive 

activity

It was possible to observe the order and wait for the 
training, and the posture of riding the zip line gradually 
became stable.

3 people exchange 
catch ball together

Upper limb 
coordination 
practice play

At first, they couldn't throw and receive each other well, 
but gradually improved their performance, making it 
possible for three people to stand in a triangle and give 
and receive.

Table 1. Example of sensory-motor centered group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달에 필요한 전정, 고유감각, 촉각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주로 구성된 활동은 전정 감각과 
고유감각 입력을 위한 그네타기, 트램펄린 뛰기, 높은 곳
에서 뛰어내리기 활동, 깊은 압력과 촉각 자극을 위한 스
판덱스 천 그네타기, 볼풀활동, 균형감각 향상을 위한 점
핑 볼 타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 중심적 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해서 학령
기 아동을 위한 활동 참여 평가도구를 활용[28]하여 대상 
아동들이 치료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심 놀이 활동을 
선별 후 각자 하고 싶은 활동을 고르도록 하였다. 다양한 
활동(줄넘기,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캐치볼 등)에 대한 
사진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만들어 각자 분리된 상태에
서 고르게 하였다. 분리된 상태에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
하여 3명의 대상자 모두 캐치볼 놀이를 선택하였다. 

대상 아동들 간의 문제 행동(예, 다툼) 발생을 예방하
고 프로그램의 안정된 진행을 위해서 그룹의 규준을 사
전에 아동들과 논의해서 정하였으며, 규칙을 어길 시 프
로그램이 끝날 때 받기로 한 간식을 하나씩 차감하기로 
상호 간의 협의를 하였다. 

프로그램은 도입 활동(인사 및 규칙 인식, 함께 할 활
동 소개) 10분, 본 활동(회기마다 구성 활동) 30분, 마무
리 활동(회기에 대한 평가, 규칙 준수에 따른 간식 받기) 
10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활동은 보통 2∼3개의 감각-운
동을 융합한 활동들로 구성되었으며, 아동들의 집중도에 
따라 활동 시간은 조절되었다. 즉, 대상자들이 활동에 꾸
준히 잘 참여하면 쉬는 시간 없이 활동을 연계하였으나, 
지루해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행동들을 하면 
잠시 쉬었다가 다른 활동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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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profile   
- school companion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Pre Post Pre Post Pre Post

Seeking 10 (T) 11 (T) 22 (P) 18 (T) 18 (T) 15 (T)

Avoiding 15 (T) 7 (T) 15 (T) 16 (T) 23 (P) 20 (T)

Sensitivity 11 (T) 10 (T) 20 (T) 21 (T) 20 (T) 19 (T)

Registration 15 (T) 16 (T) 25 (T) 21 (T) 21 (T) 23 (T)

Auditory 10 (T) 11 (T) 15 (T) 13 (T) 13 (T) 13 (T)

Visual 13 (T) 10 (T) 13 (T) 14 (T) 7 (T) 7 (T)

Touch 10 (T) 9 (T) 14 (T) 10 (T) 10 (T) 3 (T)

Movement 10 (T) 4 (T) 21 (P) 16 (T) 10 (T) 7 (T)

Behavior 17 (T) 13 (T) 20 (T) 18 (T) 20 (T) 18 (T)

(T- Typical performance / P - Probable difference)

Table 3. Change score of pre-post Sensory profile - school companion test by subject

BOT-2 Subject 1 
standard score(%ile Rank)

Subject 2
standard score(%ile Rank)

Subject 3
standard score(%ile Rank)

Fine manual control
Pre 53(62%) 51(54%) 52(58%)

Post 57(76%) 54(66%) -

Manual coordination
Pre 50(50%) 47(38%) 46(35%)

Post 52(58%) 52(58%) -

Body coordination
Pre 51(54%) 47(38%) 48(42%)

Post 55(69%) 51(54%) -

Strength and agility 
Pre 50(50%) 49(46%) 47(38%)

Post 51(54%) 51(54%) -

Total motor 
composite 

Pre 51(54%) 47(38%) 47(38%)

Post 55(69%) 52(58%) -

Table 2. Change score of pre-post BOT-2 test by subject

2.5 자료 분석 
감각-운동 중심 그룹 작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서 자기 조절 능력 척도, BOT-2, 학교용 감
각프로파일의 사전 · 사후 값을 비교하였으며, 시각적 이
해를 돕기 위해 일부 결과 값은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자기 조절 능력의 변화
대상자 1은 자기조절 능력의 척도의 사전 검사에서 평

균 4.8점으로 나타났는데, 사후 검사에서는 평균 3.1점으
로 자기 조절력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대상자 2는 
사전 검사에서 평균 5.1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사에
서는 평균 4.8점으로 다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 
3은 사전 검사에서는 평균 2.3점이었으며, 사후 검사에
서는 평균 2.8점으로 다소 점수가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
으며, Fig. 1과 같다.

 Fig. 1. Change score of pre-post SCRS test by subject  

3.2 실행 능력의 변화 
대상자 1은 BOT-2 검사의 사전 검사에서 총 운동 지

수의 표준 점수는 51점, 백분위 지수는 54%의 결과를 얻
었다. 

사후 검사에서는 총 운동 지수의 표준 점수는 55점, 
백분위 지수 69%로 실행 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대상자 2는 사전검사에서 총 운동지수의 표준 점수는 
47점, 백분위 지수는 38%이었는데, 사후검사에서 총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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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수의 표준 점수는 52점, 백분위 지수는 58%로 실행 
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대상자 3은 사전검사에
서 총 운동지수의 표준 점수는 47점이었고, 백분위 지수
는 38%이었다. 대상자 3은 사후 평가 당시 심한 독감으
로 입원하여 재평가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대상자별 평가의 세부 구성 요소에 대한 결과 값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3.3 감각처리 능력의 변화 
대상자 1은 학교용 감각프로파일 사전-사후 검사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 범주에 속하였다. 대상자 2는 감각의 
추구(seeking)영역과 움직임(movement) 영역이 사전 
검사 시 의심 영역이었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모든 영역
이 정상 범주에 속하였다. 대상자 3은 사전 검사 시 감각
의 회피(avoiding)영역이 의심 범주에 속하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정상 범주에 해당하였다. 대상자별 자세한 사
전-사후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4. 고찰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보
이는 아동들에게 감각-운동 중심의 그룹 작업치료를 실
시하여 자기 조절 능력과  실행 기능, 감각 처리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대상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 실행 기능, 
감각 처리 능력의 향상을 보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감각-운동 중심의 작업치료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회기가 진행될수
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성 있게 수행하는 행동을 나타냈
다. 또한, 그룹으로 진행되다 보니 초기 회기에는 서로 그
네나 기구를 차지하겠다고 밀거나 싸우는 모습이 종종 
나타났지만, 점차 그룹 규준을 잘 준수하며 타인의 입장
에서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룹 치료는 공통의 목
적이나 관심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며, 개인의 치료에서 
기대할 수 없는 잠재적인 치료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행동의 모방, 성취감, 활발한 분위기 조성 등의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다[29]. 본 연구에서도 아동들은 다른 아동의 
동작을 모방하려고 하거나 더욱 더 높은 성취를 하기 위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대상자 1 아동은 
치료사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행동을 잘 조절하는 모습
을 보여 다른 아동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자주 보
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전 학령기 정상아동을 대상으

로 감각운동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그룹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였을 때 실험군에서 감각운동 발달이 촉진되었고, 
적응행동, 작업수행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효과
를 가져왔다[30]. 이와 유사한 연구로 학령기의 감각통합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그룹의 감각통합치료를 시행하였
을 때 아동의 실행능력과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31]. 더 나아가 
이러한 요소가 복합된 댄스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의중재 
매개도 아동의 자아 개념, 학교 생활의 만족감 등에 영향
을 미쳤다[32,33]. 즉, 감각-운동 중심의 그룹 치료가 정
상발달아동이나 임상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발달 증
진의 효과가 있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 1 아동은 자기 조절 능
력이 사전 평가에서 4.8점으로 평가도구의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3.5점 이상인 점수로 자기 조절이 잘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였다. 사후 평가에서는 3.1점으로 사전평가
에 비해 낮아져 학교의 담임교사가 판단하였을 때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후 평가 후 교
사와의 상담에서도 대상자 1 아동은 프로그램 전에는 친  
구들과의 갈등으로 소극적이며 잘 토라지는 모습을 보였
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 학급 내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자주 나타내며 친구들과의 갈등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고 하였다. 대상자 2 아동은 사전 평가 5.1점에서 사후 
평가 4.8점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대상자 2 아동은 프로그램 시에도 가
장 산만하며 충동적인 모습을 자주 나타냈고, 왜 그런 행
동을 하는지 물어보면 자신의 행동을 잘 인식하지 있지 
않은 대답을 자주 하였다. 이에 본 프로그램 종결 후 정
확한 평가를 받아 볼 것을 권고하였으며 정신과 상담 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으로 진단받아 약물을 복
용하게 되었다. 대상자 3 아동은 사전평가에서 2.3점으
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사후 평가에서는 
2.8점으로 다소 높아진 점수를 나타냈지만 자기 조절 능
력이 초기부터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 간의 차이는 다소 있었지만, 사전 평가 시 
자기 조절 능력이 좋지 않은 아동은 감각-운동 중심 그룹 
작업치료를 통해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결과는 감각통합의 발달 촉진은 학령기가 되
었을 때 최종 산물로써 자기 조절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는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8]. 실행 기능
에 대한 결과는 대상자 1, 2 아동 모두 미세운동조절, 손 
협응, 신체 협응, 근력과 민첩성의 모든 요소가 향상되었
다. 대상자 3 아동은 사후 평가 당시 심한 감기로 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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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각-
운동 중심의 작업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동기를 파악한 
후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게 있도록 한 것에 대한 효과
로 해석된다. 운동 수행 능력 및 통제 능력의 발달은 활
동을 스스로 ‘하고 싶다’는 자발적 의지로 시작되어야 하
며 의지로 인한 반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발달은 
이루어진다[34]. 따라서 중재를 실행할 때 아동의 관심 
및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발달 촉진을 위해서 중요한 과
정이다. 감각 처리 능력에 대한 변화는 대상자 1 아동은 
사전 평가 결과 모두 정상 범주에 속하였고, 대상자 2 아
동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사전 
평가 시에는 감각추구에서 의심 범주에 속하였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정상 범주로 나타났다. 대상자 3 아동은 사전 
평가에서 회피 영역이 의심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본 
아동은 프로그램 시에도 전정감각의 예민함을 나타내어 
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가 있었고, 표정이나 행동이 
다소 경직된 모습을 자주 나타냈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초기에 어려워했던 활동을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교사의 사후 평가에서도 회피 영
역이 정상 범주에 속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학교 부적응 아동에게 감각-운동 중심의 그
룹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조절 능력, 실행 능
력, 감각 처리 능력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긍정적
인 효과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제
한점은 너무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평가를 통해서 선별하기보
다는 교사의 주관적 관찰에 따라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 평가 시 대상자의 입원으로 인해 평가가 잘 
수행되지 못한 것 역시 제한점이 될 것이다. 또한, 대조군
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의 적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향상 효과에 대해 통제를 하지 못한 것이 
결과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 현장과 
임상을 연계하여 경증의 문제를 가진 일반아동에게 적용
할 수 있는 그룹 치료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일반화를 위하여 
추후에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부적응 아동 3명에

게 감각-운동 중심의 그룹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사전-사후 평가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적응 
아동들은 자기 조절 능력, 실행 기능, 감각 처리 능력 긍
정적인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각-운
동 중심 그룹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 실행 기능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그룹 치료 
프로토콜로써 교육 현장과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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