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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hand function and visual motor integration capabilities in 30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children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20) that received digital sensory perception training and a 

control group (n=10) that did not receive this training.

 Methods :  Training was conducted a total of 12 times for six weeks, for 50 minutes a day, twice a week,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e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hand function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and the 

Beery VMI-6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visual motor integration capability.

 Results :After the intervention, the ability to perform hand functions and visual motor intera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not in the control group. Digital sensory training therefor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hand function and 

visual motor integration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nclusion : A digital sensory perception training program is an arbitration method that can positively improve the hand function 

and visual motor integration ability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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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발달장애는 2016년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8.5 

%(21만 855명)를 차지하고, 특히 18세 이하 등록 장애인

의 약 65 %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

애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발달장애 

아동은 새로운 자극에 한 능동적인 반응이 저하되기 

때문에 두뇌에서 일어나는 지각과 인식의 작용에 어려

움이 있어 수용된 감각 정보를 적절히 연결 짓지 못한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신체적, 

지각적 영역에서 문제를 가지게 된다(Song, 2000).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는 손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없다(Jeong & Seo, 2005). 이들

은 부분 특별한 손의 해부학적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손의 촉각과 고유수용성감각 등의 감각과 지각처

리 능력의 저하로 인한 소근육 운동의 문제를 가진다

(McGlashan 등, 2017). 소근육이란 다양한 근육 체계와 

감각 지각이 상호 협응하는 능력으로서 주변 환경을 탐

색할 수 있고, 탐색을 통한 정보는 보다 더 다양하고 적

극적인 행동을 위한 자극제가 된다. 소근육의 경우 지각

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간 생

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운동협응능력은 감각

지각 능력의 습득과 독립적인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

므로 정상적인 학습 및 놀이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발달장애 아동은 지각의 문제를 가지는데 특히 시각

-운동 통합 능력의 문제를 가진다. 시각-운동 통합 능력

이란 시지각 정보를 운동 신경계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시지각과 손가락 움직임의 협응

으로 활동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Wuang & Su, 2009). 이러한 시각-운동 통합

능력의 장애는 글씨쓰기, 젓가락 사용과 같은 시지각 과

제를 수행하게 했을 때 과제 수행을 느리게 만들거나 심

각한 경우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Song 등, 2015).

발달장애 아동의 손기능, 시각-운동 통합능력은 소아 

작업치료의 임상에 중요한 중재 상이다(Case-Smith & 

O'Brien, 2014). 발달장애 아동의 작업치료는 아동이 의

미 있는 활동에 최 한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참여하

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Steultjens 등, 2004). 

이와 같은 작업치료를 통해 소근육, 시각-운동 통합 능

력의 증진을 위한 작업치료를 통해 아동의 먹기, 옷 입

기, 몸치장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뿐만 아

니라 놀이 및 글씨쓰기와 같은 학습 능력의 증진이 가능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Kim 등, 2015).

작업치료사는 아동의 소근육 운동 능력의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근거-기반 실행 모델을 사용 할 수 있다

(Case-Smith & O'Brien, 2014). 표적인 실행 모델은 생

체 역학적·신경발달학적적 접근방법, 작업-기반 접근법

이 있다(Brown & Burns, 2001; Rosenblum 등, 2006). 시각

-운동 통합 능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정적 접근법과 적

응적 접근법이 있다. 교정적 접근법이란 시지각 기술이 

요구되는 과제나 비슷한 활동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Pendleton & Schultz-Krohn, 2017). 또 다른 접근법은 적

응적 접근법으로 특정한 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Lee & Jang, 2013). 발달장애 아동을 상으

로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적용하지 않

은 집단보다 일상생활의 증진을 보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은 동기부여, 능동운동 결여, 

과제의 난이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발달장애 아

동의 소근육, 시각-운동 통합능력의 향상에는 한계를 보

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각 피드백을 이용한 재활 치료가 두되고 있다. 

Ledebt 등(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5~11세의 10명의 

뇌성마비 아동에게 균형 운동을 통한 시각피드백을 제

공한 결과 정적 및 동적 균형의 증가와 더불어 걷기 능

력 또한 향상되었다. 또한, 감각 피드백(sensory feedback)

을 이용하여 소근육 기술과 손가락의 협응 능력이 향상

되어 아동의 쓰기 기술이 향상되었다(Leiper 등, 1981). 

이처럼 발달장애 아동의 잠재적 능력을 최 한 개발하

여 기능을 향상하게 하는 치료법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나, 기존의 연구는 반복적인 활동을 통한 증진이 

부분이다(DeLuca 등, 2015; Lee & Jang, 2013). 또한, 아

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청각과 시각 

피드백을 동시에 제공하여, 과제 지향적이고, 아동의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각과 청각 피드백

을 동시에 제공하고, 다양하고 체계화된 손 기능 증진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한국의 네오펙트(Neofect)에서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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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스마트 페그보드(RAPAEL smart pegboard)이다

(Neofect, 2016). 손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재활 훈련 도

구인 아날로그 페그보드를 디지털 재활 기기로 개발한 

도구이다. 페그보드 판은 ‘균일판’, ‘모양 혼합판’, ‘핀치

판’ 등의 3가지로 설계되어 훈련 목적에 따라 교체를 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판을 

적용할 수 있으며, 페그를 꽂는 곳은 LED 불빛을 이용

하여 알려주며, 내장 스피커를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되

는 내용을 음성과 효과음으로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페

그보드는 치료사가 직접 페그를 꽂는 시간과 개수를 타

이머와 종이를 가지고 수동으로 측정하지만, 라파엘 스

마트 페그보드는 훈련 시간과 결과를 내장 스크린으로 

직접 보여줘 시각적 피드백과 함께 객관적으로 데이터

를 알 수 있다(Neofect, 2016).

지금까지의 문헌적 근거 하에서 연구를 고찰한 결과, 

발달장애 아동의 손 기능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손 기능, 시각-운동 통합 능력은 한 가지 방법

보다는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는 아동의 흥미를 바탕으

로 손 기능과 더불어 시각-운동 통합 능력을 동시에 증

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시각과 청각 피드백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라파엘 스

마트 페그보드를 적용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손 기능, 시

각-운동 통합능력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8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8주 동안 

B시와 G시의 아동발달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에

서 상자 선정 기준을 고려한 뒤, 본인이 디지털 감각

지각 훈련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고 연구 목적에 동

의하여 동의서 및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한 연구 상자

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 기준은 디지털 감각지각 훈련프로그

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동을 상으로 하였으

며,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검사 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시 따르기가 가능한 아동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청각 및 시

각장애가 없는 아동,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한 설명을 

듣고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다. 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페그 보드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지의 강직이나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아동, 평가 

및 프로그램 적용 시 지시 따르기가 가능하지 않거나 반

복 설명에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 안과적 질환 및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있는 아동,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아동은 연구 

참여를 배제하였다. 초기 평가 시 상자 35명을 모집하

여 손 기능 검사인 Jebson hand function test를 하였으며 

시각-운동 통합검사인 VMI-6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전체 35명 중 연구 철회 또는 청각 및 시각에 거부반응

EG (n=15) CG (n=15) x² p

Gender
Male 9 (60.0%) 13 (86.7%)

2.73 .22
Female 6 (40.0%) 2 (13.3%)

Age (average) 8.67±1.59 8.93±1.58 2.91 .71

Diagnosis 
Autism 7 (46.7%) 11 (73.3%)

2.22 .26
 Intellectual disability 8 (53.3%) 4 (26.7%)

Dominant hand
Right 11 (73.3%) 13 (86.7%)

.83 .65
Lift 4 (26.7%) 2 (13.3%)

CG; Control Group, EG; Experimental Group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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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한 상자 5명이 제외하였고, 30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총 30명의 연구 상자를 선

정하였으며, 디지털감각지각훈련프로그램과 함께 기관

에서 실시하는 감각통합훈련을 실시하는 실험군 15명과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각통합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한 

조군 15명으로 임의표본추출을 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군의 경우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각통합 치료와 더불

어 디지털감각지각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조군

에서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각통합 치료만을 실시하였

다. 실험군과 조군 모두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각통

합훈련프로그램은 실시하였으며, 실험군에서 아동의 흥

미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6주간 주 2회 50분간 총 12회기 

실시하였다(Table 1).

2. 측정도구 및 방법

1) 젭슨 테일러 손 기능 검사(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THFT)

1969년 Jebsen에 의해 만들어진 손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7가지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검사는 글씨쓰기, 카드 뒤집기, 작은 물건 집기, 먹

기 흉내 내기, 장기 말 쌓기,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로 구성되어 있다(Sears & 

Chung, 2010). 각 검사의 소요 시간은 초 단위로 측정하

며. 우세손인 경우에는 검사와 재검사 신뢰도가 .67

∼.99, 비우세손인 경우 .60∼.92의 신뢰도를 갖는다

(Asher, 1996).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세손을 이용하여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2) 시각-운동 통합 검사(Beery VMI-6)

시각-운동 통합 검사는 시각-운동 통합능력, 시지각 

능력, 운동협응 능력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

한 평가도구이다. 상자는 2세부터 99세까지이다(Han 

등, 2016). 시각-운동 통합검사(visual motor interation; 

VMI) 30문항, 시지각 보충검사(visual perception) 30문항, 

운동협응 보충검사(motor coordination) 30문항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Kim 등, 2016). 시각-운동 통합검사는 감

각 입력과 운동 활동을 통합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시지

각 보충검사는 시각 자극을 선행경험과 관련지어 인식, 

변별,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며, 운동 협응 보충검사는 쓰

기에 쓰이는 소근육의 지속적인 협응 능력을 측정한다

(Han 등, 2016). 채점은 성공한 경우 1점, 실패한 경우 0

점으로 채점된다(Kim 등, 2016). 세 개의 검사를 모두 수

행하는 데는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Han 등, 2016). 본 

연구 도구의 내적 합치도는 .81~.88이며, 검사-재검사 신

뢰도는 .84~.88로 높은 편이다(Han 등, 2016).

3. 중재 프로그램

1)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디지털 감각지각 훈련프로그램은 

네오펙트사에서 개발한 라파엘 스마트 페그 보드이다. 

본 도구의 특징은 페그 쪽을 부분이 불빛으로 알려줘 시

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스피커를 통해 프로그램의 진

행 내용을 음성 및 효과음을 제공하여 청각 피드백을 제

공한다. 다양한 모양을 이용한 페그 보드를 제공하여 목

적에 따라 다양한 자극을 제공한다. 또한, 체계화된 손 

및 시각-운동 통합 능력의 수행 및 결과를 제공하는 디

지털 훈련 프로그램이다. 각 훈련 프로그램은 25개로 구

Fig 1. Digital sensory training program actual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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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을 적용한 총 시간, 성공한 페그

의 수, 평균 페드 이동 시간, 성공률 등의 훈련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며, 게임별로 난이도가 조

절할 수 있어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다. 모양판의 크기는 

557(W)*353(H)*32(D) mm이며, 무게는 6.32 kg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양 혼합판을 사용하여 원, 사각형, 삼각형

의 페그를 모양 혼합판에 꽂도록 하였다(Fig. 1).

2) 디지털감각지각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 적용한 디지털 감각지각프로그램은 작업치

료학과 교수 1명, 임상에서 5년 이상 발달장애 아동을 

치료한 치료사 3명과 함께 아동에게 손기능, 시각-운동 

통합능력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중재방법으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도구에 관련한 안내책자를 

만들어 프로그램의 소개 및 자세 조절 5분, 손 기능 훈련 

15분, 시지각 훈련 15분을 적용하며, 각 영역이 끝난 후 

10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션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은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실시하

였다. 훈련의 실시는 아동 작업치료 경력 5년 차 이상 작

업치료사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아동에게 적용 전 충분

한 교육 및 실습을 해 본 연구 도구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아동의 난이도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본 연

구의 수행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2). 

Area Training types Methods Time

Preparation Introduction of tools, postural control 5min

Hand function training

Free style Place the pegs anywhere you want. 5min

Blackout Completely fill the whole board with pegs 5min

Smash a mole Whack the moles before they go away 5min

Breaking time 10min

Visual-motor integration

Shape recognition Use the correct peg shape. 5min

Randomizer Place the pegs in the lit location 5min

Memory placement Memorize the lit locations and place the pegs 5min

Finish Encourage children and introduce next session 5min

Table 2. Contents of digital sensory training program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정규성검정은 

Shapiro-Wilk을 사용하였다. 사전 값의 동질성을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재 전·후

의 비교는 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으며, 

중재 전후 변화량은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wo-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α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각 집단의 손기능, 시각-운동 통합 능력의 비교

디지털 감각지각 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군

과 조군에서 각각의 검사 도구에 한 평균과 표준편

차를 알아보고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하였다. 그 결

과 모든 종속변수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05), 집단 내에서 중재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실험

군에서는 손기능과 시각-운동 통합 능력이 모두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조군에서는 손기능과 

시각-운동 통합 능력이 증진하였으나, 유의하게 증진하

지 않았다(p>.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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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n=15) CG (n=15)
t/p

Mean±SD Mean±SD

Hand function

Writing

pre 73.20±1.66 72.00±2.00 1.67/.12 

post  67.87±1.51 70.33±4.61

t/p 19.73** 1.46

Turning cards

pre 20.27±1.67 18.47±4.00 1.59/.13 

post 17.07±1.58 17.40 ±5.20

t/p 22.10** 1.47

Moving small objects

pre 28.20±1.01 27.60±1.18 1.21/.25 

post 24.93±2.71 26.67±2.91

t/p 16.00** 1.45

Simulated feeding

pre 58.40±1.24 57.27±2.01 1.70/.11 

post 54.07±1.67 56.53±3.16

t/p 13.00** 1.49

Stacking checkers

pre 23.07±.96 22.53±.92 1.66/.12 

post  21.73±1.33 21.60±1.74

t/p 5.74** 1.46

Moving empty cans

pre 21.27±1.10 21.60±1.24 -.73/.48 

post 19.87±1.60 20.20±4.30

t/p 5.13** 1.46

Moving full cans

pre 29.00±1.20 28.20±1.37 1.63/.12 

post 28.17±0.88 27.12±3.19

t/p 3.67** 1.46

Visual-motor 

integration

VMI

pre 10.00±1.20 9.67±1.54 .54/.60

post 15.80±1.20 10.33±1.13

t/p 12.08** 1.44

VP

pre 9.80±1.54 9.67 ±1.11 .29/.77

post 17.73±1.62 10.07±1.33

t/p 17.55** 1.47

MC

pre 7.73±1.11 7.80±1.37 -.14/.89

post 9.60±1.30 8.53±1.81

t/p 4.66** 1.80

Table 3. Comparing group hand function, visual-motor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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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재 후 집단 간 손기능 및 시각-운동 통합 능력의 변

화량 비교

중재 후 실험군과 조군의 손기능과 시각-운동 통합

능력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손기능의 경우 장기

말 쌓기, 무거운 깡통 들기를 제외한 영역에서 변화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각-운동 통합 능력은 시각-운동 통

합능력, 시지각 능력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5)(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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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n=15) CG (n=15)
t/p

Mean±SD Mean±SD

Hand function

Writing 5.33±1.05 1.67±4.43 3.17**

Turning cards 3.20±0.56 1.07± 2.81 2.88*

Moving small objects 2.13±0.51 0.93±2.49 1.83

Simulated feeding 4.33±1.29 0.73±1.90 6.01**

Stacking checkers 1.33±0.90 0.73±1.94 1.09

Moving empty cans 4.33±1.29 0.73±1.66 1.87

Moving full cans 0.83±0.88 1.06±2.84 .30

Visual-motor integration

VMI 5.80±1.86 0.67±1.80 7.68**

VP 7.93± 1.80 0.40±1.06 14.27**

MC 1.87±1.56 0.73±1.58 1.98

Table 4. Comparison of change in the hand function, visual-motor integration betwee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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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고 찰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새로운 자극에 한 능동적인 

반응의 지연으로 인해 수용된 감각 정보를 적절히 연결 

짓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Song, 2000), 발달장애 아동

이 가진 중요한 문제점은 손 기능의 장애, 시각-운동 통

합 능력의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Kim, 2019). 따라서 이

에 한 조기 진단과 중재가 아동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

는 데 큰 도움을 준다(Case-Smith & O'Brien, 2014). 아동

의 발달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동기 부여를 증진하며, 흥

미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인 감각 피드백을 이용한 디지

털 감각지각 훈련 프로그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Blumenstein 등, 2015).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감각지각 훈련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소근육, 시각-운동 통합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능력과 학습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6

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B시와 G시의 아동발달센터에

서 치료를 받는 발달장애 아동을 상으로 본 연구의 취

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30명을 상

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감각 피드백의 효과에 한 결과

는 Blumenstein 등(2015)의 연구에서 뇌성마비 아동에게 

감각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 손의 협응 능력과 촉지각

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발달장애 중의 

하나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동 및 성인에게 시각 및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 운동 조절 기능이 향상

되었다(Mosconi 등, 2015). 또한, 손 기능의 장애를 가지

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 12명에게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

한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지 기능 중

의 하나인 던지기 기술 습득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였다(Lee & Kim, 2003).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

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의 과제가 

아동의 자발적 참여와 흥미를 높여 디지털 감각지각 훈

련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손 기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시각적 및 

청각적 피드백은 발달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뇌손상을 가

진 뇌성마비 아동에게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감각지각훈련프로그램이 발달장

애 아동의 시각통합 훈련기능이 증진하였다. Courchesne 

등(1994)에 의하면 자폐 아동의 경우 소뇌의 충부

(cerebellar vermis) 중 신소뇌 충부(neocerebellar vermis)의 

면적이 감소되었고, Kim 등(2009)에 의하면, 전두엽과 

두정엽에도 혈류량이 감소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즉, 소

뇌가 시지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마엽시야

(frontal eye fields)와 마루엽도 연결되어 있다(Calhoun 등, 



대한통합의학회지 제7권 제4호

148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7 No.4

2001). 그러므로 본 연구에 포함된 자폐 아동의 경우 소

뇌에도 문제를 가졌으므로, 시각 및 청각적 피드백 훈련

이 소뇌, 이마엽 및 마루엽의 혈류량 증가로 인해 시각-

운동 통합 능력에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Chung(2018)의 연구에서도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

애 아동에게 시각적 및 청각적 피드백이 제공된 전산화 

인지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운동 통합 시지각이 

발달하였으나 따라 하기와 공간 관계와 같은 소 근육 운

동 조절에 관한 부분에서 효과가 없었다. 즉,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소 근육 운동 조절을 포함하는 시각

-운동 통합 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지만, 

Chung(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전산화 인지 치료 프로

그램은 소 근육 운동 조절보다 단순한 눈-손 협응능력을 

통해 커서를 누르는 등의 운동기능이 포함되었기 때문

이다. 또한, Kim 등(2018)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아동 4

명을 상으로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이 포함된 컴퓨터 

포인팅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아동의 눈-손 

협응 능력, 시지각의 증진을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용한 디지털감각지각훈련프로

그램은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손기능과 

시각-운동통합능력에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며, 시각 

및 청각적 피드백은 발달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전반적

으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도 효과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Kim(2019)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발

달장애 아동에게 시각적 및 청각적 피드백을 6주간 주 2

회 40분간 제공하였을 때, 아동의 소근육 정확성, 소근육 

미세조절 및 손기능과 더불어 아동의 시지각 능력 중 운

동을 포함한 시지각 능력 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

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Kim 등(2008)에 의

하면 본 연구 도구와 유사한 혼합현실 기반 상황훈련을 

발달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였을 때 훈련 프로그램에 

한 흥미가 높았으며, 손목의 손-운동 기능의 증진의 조

절에 효과가 있으며, 시지각 협응 능력 중 공간지각능력

의 향상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시각 및 

청각적 피드백을 동시에 발달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여 아

동의 손 기능 및 시각-운동 통합 능력에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선정기준에 맞는 상자를 

선별과 각 집단 간의 연구 상자 수가 적어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단기간의 훈련으로 인하여 장기

간의 지속적인 효과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연

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더 많은 발달장

애 아동을 상으로 실시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발달

장애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손기능과 

시각-운동 통합능력 뿐만 아니라 인지와 같은 다른 영역

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디지털 감각지각 훈련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손 기능, 시각-운동 통합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발달장애 아동 30명을 상으로 디지털감각

지각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 15명과 적용하지 

않은 조군15명으로 나누어 임의표본 추출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디지털 감각지각 훈련프로

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에서 손 기능이 더욱더 향상하였

다. 둘째, 실험군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시각-운동 통합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디지털 감각지각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발달장애 아동의 손 기능, 시각-운동 

통합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발달

장애 아동의 손 기능과 시각-운동 통합능력의 증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감각지각 훈련프로그램의 적

용이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을 의미한다. 향후 디

지털 감각지각 훈련프로그램에 한 많은 연구와 보완

을 통하여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 및 성인에

게도 적용하여 작업치료가 필요한 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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