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연구 제18권 제4호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14. Vol. 18, No. 4, 79～96.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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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경 미*
< 요 약 >

본 연구는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K도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지적장애아동 1명이고, 선정 기준은 지적장애로 진단받고, K-DTVP-2 결과가
열등(70~79)의 수준 이하, FAIR 주의집중력 검사에서 표준점수 50점 이하, 시각과 손
기능의 장애가 없으며, 연구 참여에 부모 동의를 받은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은 시지
각훈련프로그램을 독립변인을 하고 주의집중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고, ABAB설계
에 따라 기초선1(5회기), 중재1(10회기), 기초선2(6회기), 중재2(10회기)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전혜연과 윤선아(2011)가 조작적 정의한 ‘주의집중행동’과 ‘주의산만행동’을 매
회기 20분간 등간기록의 부분간격기록법으로 직접 관찰하였다. 측정 결과는 Tawney
와 Gast(1984)가 제시한 시각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시각적 분석은 조건내 분석
과 조건간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료의 증가 또한 감소경향과 그 경향의 안정성,
자료의 중복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경향 안정성은 85%이상의 안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음악, 미술, 동작, 놀이 등의 활동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의집중행동과 주의산만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시지각훈련프로그램, 주의집중, 주의산만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kmy@jwu.ac.kr)
- 79 -

발달장애연구(제18권 제4호, 2014년도)

Ⅰ. 서 론
지적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교육권과 교육요구를 지닌다. 교육에서
아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학습과 성숙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준비성은 학습
자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하는데 성숙 정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Robert, 1987). 특히, 주의집중은 학습준비성에서 중요
한 요인이다(추정선, 1995). 그러나 지적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보다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지닌다. 그래서 지적장애아동들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연결 짓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한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장면에서의 실패를 경
험하게 된다.
지적장애아동은 특정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주의를 돌리기 어렵고(원양은,
2013), 주의집중시간이 짧고(강희정, 김영일, 2006), 자극변별력이 떨어지며 자발
적 주의집중력이 낮은(원양은, 2013) 특성을 지닌다. 주의집중 능력은 학습을 하
는데 있어서 선수되어야 하는 인지적 특성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주의집중의 향상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지각훈련은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하나
의 전략이다. 자극의 물리적 요소를 해석하고 조직하는 인지과정을 지각(문수백,
여광응, 조용태, 2003)이라 하는데 다양한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기관을 통해 이
루어지는 지각이 시지각이다. 특히 시지각의 발달은 학습발달의 기초가 되고 읽
기와 쓰기 같은 고차원 학습활동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러한 시지각 능력에 결
함이 있을 경우,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장애와 학습곤란을 일
으키는 원인이 된다(여광응, 1983). 지적장애아동의 시지각능력 결함의 원인 중
한 가지는 주의집중 문제로 본다(강희정, 김영일, 2006). 또한, 주의집중 문제가
학습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지각능력의 결함이라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
구들도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많은 연구(강희정, 2006; 김선중, 1998; 안봉철, 2002; 양영미, 2003;
원양은, 2013)들이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지적장애 또는 발
달장애아동의 주의집중 향상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위 연구에서 연구도구로 사
용된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은 여광응(1972)이 Frostig의 프로그램을 번안한 것을
기초로 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주 과제들은 보조선 따라 긋기, 겹쳐진 그림찾기,
숨은그림 찾기, 점잇기와 같이 주로 용지를 사용하여 쓰거나 용지에 제시된 자
극을 변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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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는 이차원의 매체로써 평면활동이 대부분이며 지적장애아동의 흥미를 유발
하고 주의집중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삼차
원의 입체적인 매체의 조작이나 직접적인 신체 움직임을 반영한 시지각훈련 활
동이 시도되고 있는데 주로 장애아동의 흥미와 표현 욕구를 반영한 음악, 미술,
놀이, 신체활동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최근 2000년대 중반 즈음부터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어은경과 김갑숙(2012)은 난화기법, 조미화(2004)는 종이 조형활동,
이근매와 오순이(2004)는 기초조형 중심 미술활동을 통하여 시지각발달의 효과
를 확인하였다. 정안숙과 이승희(2006)는 손끝놀이프로그램으로 지적장애아동의
시지각발달에 큰 향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지각훈련에서 놀이나,
음악, 미술, 동작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적용되었을 때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 미술, 동작 활동을 적용한 시지각훈련프
로그램은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
할 수 있겠다. 박아름과 김진호(2010)는 오르프 슐베르크를 활용한 음악교육 활
동으로 과제수행과 주의집중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고하였고, 차수선(2008)은 미
술활동이 마음을 순화시켜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산만 행동을 감소에 효과가 있음
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조미현(2012)은 신체활동이 지적장애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주의집중 시간을 증가
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애리(2014)는 놀이 형태의 보드게임 활동이 지적장
애아동의 흥미를 이끌어내어 자발적으로 동기 유발이 되고 활동에 몰입하여 주
의집중력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체물을 손으로 조작하는 활동이 공각
지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음악, 미술, 동작 활동이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력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보고들이며 대부분 2000년도
후반에서 최근에 연구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의집중 향상을 위해서
미술, 음악, 놀이, 신체 활동을 같이 적용한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을 직접 도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적용한 시지각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며 지적장애
아동의 효과적인 중재방법의 검증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된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은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행동을 향상시키는가?
둘째,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은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산만행동을 감소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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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도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지적장애아
동 1명이다. 대상아동의 선정 기준은 지적장애로 진단받고, K-DTVP-2 결과가
열등(70~79)의 수준 이하, FAIR 주의집중력 검사에서 표준점수 50점 이하, 시각
과 손 기능의 장애가 없으며, 연구 참여에 부모 동의를 받은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아동의 부모면담, 행동관찰, 심리검사를 통한 결과와 시지각 기능의 특성은
<표 Ⅱ-1>, K-DTVP-2와 FAIR 결과는 <표 Ⅱ-2>와 같다.
<표 Ⅱ-1> 연구대상자의 특성
성별

CA

IQ
(K-WISC-Ⅲ)

SA
(SMS)

GVP
(K-DTVP-2)

장애구분

남

8:10

31

6:1

78

지적장애 1급

․ 활동 중에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함
주의집중
행동

․ 치료실 밖에 차소리나 소음이 들리면 하고 있는 활동을 멈추고 창문 쪽
으로 다가가거나 창문을 응시함
․ 지루하거나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소리나 행동을 반복함
․ 사물명명, 수세기, 지시따르기, 대소비교, 퍼즐맞추기 가능함
․ 좌우, 상하, 앞뒤, 안팎, 공간 위치를 지각하지 못함
․ 퍼즐맞추기 활동에서 갈피를 못 잡고 퍼즐의 방향을 반복해서 뒤바꾸는
행동을 보임
․ 직선과 곡선을 구분하여 그리거나 입체적 매체로 조작 가능하지만 선을

시지각
기능

왜곡하여 완성하는 경향이 있음
․ 원, 삼각형, 사각형을 구분하고 3차원 매체로 조작할 수 있음
․ 과일 등 형태가 있는 모형을 제시하면 그리기 가능하나 세부표현이 왜
곡되거나 생략되어 표현함
․ 인물화 그리기는 머리-다리 형태로 얼굴 테두리 밖에 눈, 코, 입을 위
치하여 그림
․ 혼자 박수치기, 또래와 손뼉을 마주치기 가능함
․ 손바닥으로 책상을 친 후, 손뼉을 마주치는 행동이 가능하나 느림

- 82 -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유경미)
<표 Ⅱ-2> K-DTVP-2와 FAIR 결과
검사

K-DTVP-2

FAIR

하위검사
눈-손 협응
공간위치
따라그리기
도형-배경
공간관계
시각통합
시각-운동속도
형태항상성
하위검사
선택주의력
자기통제력
지속성주의력

표준점수

백분위

11
63
4
2
8
25
4
2
1
<1
6
9
10
50
11
63
표준점수
5
6
5

종합척도

지수

백분위

일반시지각

78

7

운동-감소시지각

75

5

시각-운동통합

83

13

스테나인
2
2
2

2. 실험 설계
본 연구는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주의집중 행동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ABAB설계를 적용하였다.

3. 측정 도구
1) 시지각훈련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은 Frostig(1972)의 시지각발달 프로그
램을 참고하고 대상아동의 기능 수준이 낮은 공간위치 및 공간관계 지각 능력의
향상을 초점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지각 능력에 향상
을 본 시각-운동발달 프로그램(정희승, 2003)을 바탕으로 한 음악과 신체움직임
(1수준), 소근육과 시지각 발달을 향상시킨 미술활동프로그램(이은화, 2002; 조미
화, 2004)을 바탕으로 한 꼴라쥬 및 종이 조형활동(2수준),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
(이근매, 조용태, 2004)을 바탕으로 한 밑그림을 활용하여 그리기(3수준)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편성하였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예술심리치료, 시지각훈련프로그램에 전문 지식을
지닌 3명(특수교육전공 교수, 예술심리치료사, 시지각평가 개발자)에게 내용적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그 기준은 1) 프로그램은 대상아동의 발달수준과 시지각
기능 수준에 적합한가?, 2) 프로그램은 대상아동의 장애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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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3) 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지각발달과 관련되어 있는가?, 4) 적용한 매체와
활동이 시지각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었다. 구체적인 시지각훈련프로그
램은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시지각훈련프로그램
단계

회기

활동내용

훈련영역

1수준: 아동이 ‘원 테두리’안에서 ‘위로 아래로’ 음악
에 ‘좌우상하’로 개사한 노래를 부르면서 교사
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이동하기
1

1~5

2수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밑그림에 ‘좌우상하’ 위
치를 바꾸어가며 오려 붙이기
3수준: 점과 점을 이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등의 형

공간위치지각
공간관계지각
시각운동속도
눈손협응

태 그리기
1수준: 아동이 ‘원 테두리’안에서 ‘위로 아래로’ 음악
에 ‘앞뒤안밖’로 개사한 노래를 부르면서 교사
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이동하기
2

6~10

2수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밑그림에 ‘앞뒤안밖’ 위
치를 바꾸어가며 오려 붙이기
3수준: 점과 점을 이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등의 형

공간위치지각
공간관계지각
시각운동속도
눈손협응

태 그리기
1수준: 아동이 ‘원 테두리’안에서 ‘위로 아래로’ 음악
에 ‘안팎, 옆’로 개사한 노래를 부르면서 교사
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이동하기
3

11~15

2수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밑그림에 ‘안팎, 옆’ 형
태로 위치를 바꾸어가며 오려 붙이기
3수준: 점과 점을 이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등의 형

공간위치지각
공간관계지각
시각운동속도
눈손협응

태 그리기
1수준: ‘원 테두리’안에서 ‘위로 아래로’ 음악에 맞추
어 가사를 다양한 공간위치로 개사한 노래를

4

16~20

부르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공간위치지각

이동하기

공간관계지각

2수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밑그림에 여러가지 형태
로 위치를 바꾸어가며 오려 붙이기
3수준: 점과 점을 이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등의 형
태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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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판 시지각발달검사
한국판 시지각발달검사(Korean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2:
K-DTVP-2)는 만 4~8세 대상의 아동에 대한 시지각능력을 측정하는 표준화 도
구이고, 여광응, 문수백, 조용태(2003)에 의해 개발되었다. K-DTVP-2는 8개(눈손 협응, 공간위치, 따라그리기, 도형-배경, 공간관계, 시각통합, 시각-운동 속도,
형태 항상성)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관계, 공간위치, 형태 항상성, 도
형-배경에 대한 시지각 능력을 측정한다. 종합척도는 일반 시지각척도, 운동-감
소 시지각척도, 시각-운동 통합 척도 지수를 통해 종합적인 시지각 능력 뿐만
아니라 운동이 개입된 상태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지각 능력을 구분해
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K-DTVP-2의 구성은 <표 Ⅱ-3>와 같다.
<표 Ⅱ-3> K-DTVP-2 구성
하위검사

측정되는
시지각 유형

눈-손 협응(EH)

공간관계

공간위치(PS)

공간위치

따라그리기(CO)

형태 항상성

도형-배경(FG)

도형-배경

공간관계(SR)

공간관계

시각통합(VC)
시각-운동

형태 항상성

속도(VMS)
형태 항상성(FC)

일반 시지각 지수(GVPQ)
운동-감소 시지각
시각-운동 통합
지수

지수

(MRPQ)

(VMIQ)
○

○
○
○
○
○

형태 항상성

○

형태 항상성

○

3) FAIR 주의집중력 검사
FAIR 주의집중력검사(Frankfurther Aufmerksamkeits-Inventar)는 만 8세~성인
까지 실시 가능한 주의집중력을 측정하고, 오현숙(200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도
구이다. FAIR 주의집중력검사는 작업지시 이해도(M), 선택주의력(P), 자기통제
력(Q), 지속성 주의력(C)을 측정하고, 주의집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작업지
시 이해도를 제외한 3개의 주의집중력을 해석한다.
구체적인 FAIR 주의집중력검사의 구성은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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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K-DTVP-2 구성
하위검사

측정내용

P(Performance value)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주의능력(선택주의력)

반영
일정한 시간 속에 과제가 주어질 때 정확성과 속도의 딜

Q(Quality value)
주의의 통제력(자기통제력)
C(Continuity value)
주의지속성(지속성 주의력)

레마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지의 문
제를 결정
주의집중 작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
인

3. 실험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은 K도 소재의 사설 심리상담센터 내 치료실에서 이루어
졌다. 개인치료실 안쪽 수납장에는 미술도구와 그리기 재료, 오디오 등이 구비되
어 있고, 치료실 안쪽 벽면과 가까운 중앙에는 사각테이블과 두 명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의지가 배치되어 있다. 치료실 문 쪽으로 가까운 공간의 바닥에는
성인 두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원 밑그림 판이 붙어 있고, 원 밑그
림 판 앞뒤좌우로 5~6걸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1) 기초선 A1: 기초선 A1 단계는 안정을 보인 5회기까지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다른 중재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동은 센터에 내방하여 40분 동안 개인치료실에
있는 미술매체와 놀이감들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았고, 어떠한 지시도 수행하지
않았다.
2) 중재 B1: 중재 B1 단계는 일주일 2회 총 10회기를 진행하였다.
3) 기초선 A2: 기초선 A2 단계는 안정을 보인 6회기까지 실시하였으며 기초선1
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치료실에서 놀이 활동 40분을 진행하였다.
4) 중재 B2: 중재 B2 단계는 중재 B2단계에서 실시하였던 프로그램을 동일한
방법으로 10회기 동안 각 40분간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처리
1) 관찰 행동 정의
관찰을 통해 측정될 목표행동은 전혜연과 윤선아(2011)가 조작적 정의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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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행동’과 ‘주의산만행동’을 기초로 하여 본 대상아동에게 부합하는 수준을 고
려해서 재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목표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표 Ⅱ-5>과 같다.
<표 Ⅱ-5> K-DTVP-2 구성
행동

조작적 정의
교사의 설명이나 활동을 주시하는 행동. 교사의 신체
또는 교사가 지시한 활동과 관련된 매체나 도구 (기초

주의집중행동

선의 경우, 치료실 내에 있는 매체나 도구)외 다른 곳
을 3초 이상 쳐다볼 때에는 주의집중 행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
활동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는 행동, 자신의 순서를 기

주의산만행동

다리지 못하고 끼어드는 행동,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
하는 행동,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손이나 발을 흔드는
행동,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행동

2)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에서 주의집중행동 측정은 매 회기 활동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이후
아동의 행동을 20분간 직접관찰하였다. 관찰은 15초 간격으로 등간기록의 부분
간격기록법에 의해 관찰 기록하였다. 행동발생률은 [발생한 구간수/ 총 관찰 구
간수 × 100]을로 산출하였다. 모든 실험기간 동안 직접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녹화된 비디오를 보며 재검토하였다.
모든 관찰 회기 동안 측정한 결과는 Tawney와 Gast(1984)가 제시한 시각적 분
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시각적 분석은 조건내 분석과 조건간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료의 증가 또한 감소경향과 그 경향의 안정성, 자료의 중복백분율을 산
출하여 분석하였다. 경향 안정성은 85%이상의 안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3) 관찰자간 신뢰도
연구자와 특수교육을 전공한 대학원생을 관찰자로 선정하여 관찰자 훈련을 실
시하였다. 연구자는 관찰범주와 방법, 기록방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아동의
예비활동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서 관찰 후 기록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
여 일치도가 90%이상 될 때까지 훈련을 계속하였다. 본 실험에서 연구자는 모
든 회기의 대상아동에 대한 주의집중행동과 주의산만행동을 관찰하였고, 제 2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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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자는 관찰자간 신뢰도를 위해 기초선 A1, 중재 B1, 기초선 A2, 중재 B2 단계
의 약 30%에 해당하는 회기를 측정하였다.
주의집중행동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아래의 공식에 의해 산출되었고, 신뢰
도 평균은 95.5%이고 그 범위는 92.3~100%로 나타났다.
관찰자간 신뢰도(%) =

행동발생 동의 구간수
동발생 동의 구간수 행동발생 비동의구간수

× 100

Ⅲ. 연구결과
1. 주의집중행동에 미치는 효과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행동에 미친 효과는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주의집중행동에 미친 효과

<그림 Ⅲ-1>과 같이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은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행동 향상
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의집중행동에 미친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 88 -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유경미)
<표 Ⅲ-1> 주의집중행동에 미친 효과의 분석 결과
조건 내 분석 결과
구분

인접 조건 간 분석 결과

분석

기초선1

중재1

기초선

중재2

분석

중재1:

기초선2:

중재2:

단위

(5)

(10)

2(6)

(10)

단위

기초선1

중재1

기초선2

추정
방향

감소

무변화

무변화

증가

변화
(효과)

경향
안정성

안정성․
범위
수준
변화
중복
백분율

안정

변동

안정

안정

(100%)

(70%)

(100%)

(90%)

변동

변동

안정

안정

(20%)

(80%)

(100%)

(90%)

23~38

63~85

30~44

75~88

감소

증가

감소

증가

(15=

(6=

(4=

(10=

23-38)

79-73

30-34)

88-78)

안정성

무변화후 무변화후

무변화

무변화

증가

(정적효과)

(무)

(정적효과)

안정→

변동→

안정→

변동

안정

안정

-

변화
중복

-

감소후

백분율

증가

감소

증가

(50=

(45=

(48=

23-73)

79-34)

30-78)

0%

0%

0%

비고: 조건 내 분석 결과의 “기초선”등의 괄호 속의 수치는 실험조건별 회기수를 말함.

<표 Ⅲ-1>을 조건내 분석과 조건간 분석 결과를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조건내 분석 중 자료의 경향 방향과 안정성의 경우, 기초선 1에서 주의집중행
동은 감소하는 경향으로 100%의 안정성을 보였다. 그러나 중재 1에서 주의집중
행동은 경향이 변화하지 않고 70%의 변동성을 보였으며, 다시 기초선 2로 돌아
왔을 때 주의집중행동의 경향이 역시 변화하지 않았지만 100%의 안정성을 보였
다. 중재 2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90%의 안정성을 보였다.
주의집중행동 발생률의 수준변화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선 1
에서 주의집중행동 발생률은 감소하였고(15) 안정성이 20%로 변동적이었고, 중
재 1에서는 주의집중행동 발생률이 80%의 안정성으로 변동적이었지만 증가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였다(6). 기초선 2에서는 수준 안정성이 100%로 안정되면서 다
소 감소하는 수준을 보였고(4), 중재 2에서도 주의집중 발생률 수준이 90%로 안
정되었지만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다(10).
조건간 분석 중 수준변화를 보면, 기초선 1에서 중재 1로 변화하면서 주의집중
행동 발생률이 증가하였고(50), 중재 1에서 기초선 2로 변화하면서 수준이 감소
하였으며(45), 기초선 2에서 중재 2로 변화하면서 주의집중행동 발생률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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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증가하였다(48).
중복백분율을 통한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 기초선 1과 중재 1,
중재 1과 기초선 2, 기초선 2와 중재 2 모두에서 0%의 중복백분율을 보이면서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이 주의집중행동에 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그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주의산만행동에 미치는 효과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산만행동에 미친 효과는 <그림 Ⅲ
-2>와 같다.

<그림 Ⅲ-2> 주의산만행동에 미친 효과

<그림 Ⅲ-2>와 같이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은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산만행동 감
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의산만행동에 미친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
석 결과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주의산만행동에 미친 효과의 분석 결과
조건 내 분석 결과
구분

인접 조건 간 분석 결과

분석

기초선1

중재1

기초선2

중재2

분석

중재1:

기초선2:

중재2:

단위

(5)

(10)

(6)

(10)

단위

기초선1

중재1

기초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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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경향

방향
안정성
안정성․
범위

수준
변화
중복
백분율

증가

감소

무변화

감소

안정

변동

안정

변동

(100%)

(50%)

(100%)

(50%)

안정

변동

안정

변동

(100%)

(40%)

(100%)

(50%)

70~76

35~50

64~74

21~48

감소

증가

증가

감소

(5=

(6=

(9=

(9=

71-76)

46-40)

변화
(효과)
안정성

감소후

무변화후

감소

무변화

감소

(부적효과) (정적효과) (부적효과)
안정→

변동→

안정→

변동

안정

변동

-

변화

74-65) 26-35)
중복

-

증가후

백분율

감소

증가

감소

(31=

(19=

(39=

71-40)

46-65)

74-35)

0%

0%

0%

비고: 조건 내 분석 결과의 “기초선”등의 괄호 속의 수치는 실험조건별 회기수를 말함.

<표 Ⅲ-2>를 조건내 분석과 조건간 분석 결과를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조건내 분석 중 자료의 경향 방향과 안정성의 경우, 기초선 1에서 주의산만행
동은 증가하는 경향으로 100%의 안정성을 보였다. 그러나 중재 1에서 주의산만
행동은 감소하는 경향으로 50%의 변동성을 보였으며, 다시 기초선 2로 돌아왔
을 때 중의산만행동의 경향이 변화하지 않고 100%의 안정성을 보였다. 중재 2
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50%의 변동성을 보였다.
주의산만행동 발생률의 수준변화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선 1
에서 주의산만행동 발생률은 감소하였고(5) 안정성이 100%로 안정적이었고, 중
재 1에서는 주의산만행동 발생률이 40%의 안정성으로 변동적이었지만 증가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였다(6). 기초선 2에서는 수준 안정성이 100%로 안정되면서 증
가하는 수준을 보였고(9), 중재 2에서는 주의산만행동 발생률 수준이 50%로 변
동적이었고 감소하는 수준을 보였다(9).
조건간 분석 중 수준변화를 보면, 기초선 1에서 중재 1로 변화하면서 주의산
만행동 발생률이 감소하였고(31), 중재 1에서 기초선 2로 변화하면서 수준이 증
가하였으며(19), 기초선 2에서 중재 2로 변화하면서 주의산만행동 발생률 수준이
다시 감소하였고(39).
중복백분율을 통한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 기초선 1과 중재 1,
중재 1과 기초선 2, 기초선 2와 중재 2 모두에서 0%의 중복백분율을 보이면서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이 주의산만행동에 부적인 효과를 주면서 그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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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의집중행동과 주의산만행동을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은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행동 향상에 효과적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시지각훈련으로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에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한 연구들과 일치하였다(강희정, 2006; 강희정, 김영일; 2006, 안봉철, 2002,
양영미, 2003; 원양은, 2013; 조미현, 2012). 또한, 본 연구에서 시지각훈련프로그
램은 시지각 및 청지각 촉진 신체활동으로 주의집중행동의 향상을 입증한 전혜
연과 윤선아(2011)의 연구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아동의 시선을 중요한 자극에 집
중을 시키는 방법의 신체활동 중재가 시작적 주의집중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견
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현진(2013)은 미술, 음악, 놀이, 신체활동 등의 다양
한 표현활동이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켜 여러 가지 감각적 경험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과 감정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주의집중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의 중재가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이다.
둘째,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은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산만행동 감소에 효과적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시지각훈련으로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산만 행동 감소에 긍정
적인 결과를 확인한 전혜연과 윤선아(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회기 관찰
에서도 본 대상 아동은 활동 중에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소리를 내거나 박수를 반복해서 치는 행동을 특히 기초선 단계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중재가 시작되면 엉뚱한 질문이나 상동행동의 발생
률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질적 변화의 결과에서도 시지각훈련프로그
램이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산만행동 감소에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은화와 최세민(2011)은 통합예술치료 활동을 통해 지적장애아동의
부적응행동 감소에 효과를 확인한 연구의 회기별 관찰에서 주의 산만함이 점점
감소되었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다양한 감각활동으로 이루어진 활동
이 아동 스스로 자기인식을 돕고 동기부여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활동에 적극적
으로 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자연스럽게 산만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통제력이
향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시지각훈련프로그램은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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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음악, 미술, 동작, 놀이 등의 활동을 적용하였기 때
문에 주의집중행동과 주의산만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명의 지적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모든 지적장애아동에게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외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미술, 음악,
동작, 놀이 등의 활동을 적용한 시지각훈련을 중재방법으로 하여 긍정적인 효과
를 보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본 중재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따
라서 전통적인 시지각훈련과 미술, 음악, 동작, 놀이 등의 활동을 적용한 시지각
훈련 간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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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on Attention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yung-mi Y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on attention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receiving the
integrated education at an elementary school in K region. The criteria for
selection was first, diagnosed by a doctor as intellectually disabled, second,
received the ‘inferior (70-79)’ level on the Korean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K-DTVP-2), third, received the score of 50 or lower on
the Frankfurt Attention Inventory (FAIR) rating, fourth, is free of visual or
hand dysfunction that might hinder the activities in the program, and fifth,
obtained the parents’ agreement on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The study
assigned the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with arts activitie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atten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Taking the
ABAB design, the baseline (5 sessions) was followed by treatment 1 (10
sessions), return to baseline (6 sessions), and then treatment again (10
sessions). The data was collected by observing the ‘attention behavior’ and
‘distraction behavior’ – taking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Hyeyeon Jeon and
Seona Yoon (2011) – for 20 minutes per session with partial-interval
recording. Measured results was analyzed using the visual analytical method
suggested by Tawney and Gast (1984). The visual analysis is composed of
the within condition analysis and the between adjacent conditions analysis
and the increasing or decreasing trend in data, and the change in trend
stability were analyzed by calculating the percentage of overlap. The change
in trend stability took the 85% or higher as the standard. As the result, the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with activities had positive influence on
attention behavior and distraction behavior through activities related to music,
art, motion, and game that could arouse interest on their own initiative.
<Key Words>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Attention, Dis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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