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18, Vol. 29. No. 4, 707-715.
https://doi.org/10.24985/kjss.2018.29.4.707

체육과학연구

ⓒ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parent participated dance sports program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arents
Gwitaek Park1, Ga-ram Jo2, & Yong-ho Lee2*
1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 2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program
their

on

The
a

parents’

disability
program
activity

during

intervention.
parents’

of

between
90

the

study

level

and

16

3

fitness,

on

times

results

children’s

a

to

examine

fitness

The

years

physical
The

was

and

[Methods]
8

minutes,

[Results]

perception

this

activity

perception.

ranged

level,

purpose

physical

of

participants
and

seven

per

week

and

the

showed

for

effects

were

parents
8

with

weeks.

there

in

a

was

of
a

seven
of

them

The

questionnaire)

that

participation

the

children

parents’

children

collected

statistically

physical

activity

and

on

developmental

the

(i.e.,

before

significant

[F=5.63,

a

in

data

dance-sports

disability

with

participating

quantitative

were

involved

developmental

dance-sports
the

and

physical

after

difference

P<.04].

the

of

the

Although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increase trend, whereas the control group showed decrease tre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physical activity level and the physical fitness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

effective

on

disabilities.

parents’

perception

[Conclusions]
on

children’s

Parent

participated

participation

in

a

dance

physical

sports
activity,

program
physical

seems

to

activity

be

level

and the physical fitness of the children with a development disability in experimental group.

Key words:

Parent participated dance sports program, Developmental disability, Physical activity

서 론1)
비장애아동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도 신체활
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
고 있다(Winnick, 2011; Han et al. 2016). 신체활동은
장애아동 신체의 발육 및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
는 것은 물론이고(Shim & Park, 2003), 이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고
있다(Roh, 2012). Park(2013)은 장애 아동들이 성장하
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
난 장애뿐만 아니라, 유아기와 아동기 시절의 부족한 신체
활동량에 의해 뇌와 척수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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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고하면서 장애아동의 신체활동 중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장애아동들의 신체활동을 강
조하고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가 장애아동
들에게 적용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검증하거
나,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다시 언급하는데 그
치고 있다(Park & Park, 2017). 실제로 장애아동의 신
체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Kim et al. 2007), 실제 장애아동들의 신체활
동량은 비장애아동들의 신체활동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Kwon et al. 2009). 이러한 이론과 실제의 괴
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과 맥락에 대한 탐색
을 포함하는 더욱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
요하다.
가족체계이론은 장애아동의 문제를 가족 전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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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Broder, 2001).
자녀와 부모는 가족이라는 한울타리에 있는 존재로서 서
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장애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비장애자녀와 부모 관계보다 더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Yang & Lee, 2016)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장애아동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자녀의 신체활동과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서
비스 참여 여부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작용한
다(Sim & Park, 2015).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
의 일반적인 지식수준, 가치관 등이 지적 장애인의 신체활
동 참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체활동에 대한 생각이 장애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Chu et al. 2017).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신체활동
을 하였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Kimiecik, Horn, & Shurin, 1996), 신체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부모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보
다 더 많은 신체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sen & Wold, 1992; Moore et al., 1991).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장애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
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Sayers et al.(2002)은 다운증후군 유아들을 위한 운
동 프로그램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했을 때 장애아동 부모
들의 인식 변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질적 연구
를 통해 제시하였다. 처음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을 때 부모
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두려움
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그램 참가 후에는 스스로에게 만
족감과 자신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통해 장애자녀와 함께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경
험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심리적 요인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는 장애자녀의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장애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
독하게 해주며, 더 나아가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참여의 긍
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모참여 장애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Roh & Oh(2003)는 부모참여 신체활동이 부모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장애아동의 지속적인 신체
활동 참여와 신체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참여 신체활동으로 댄스스포츠를
적용하여 부모참여 요인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댄스스포츠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 중 하
나로써 생활체육 및 초·중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Kwon & Park, 2011).
과거 치료나 재활의 개념으로 이루어졌던 장애인의 신체
활동이 이제는 장애인의 삶의 질, 여가 생활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맥락에서(Min & Cho, 2017), 댄스
스포츠는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신체활동이라 할 수 있다.
댄스 스포츠는 두명씩짝을 이루어 하는 활동이기에 손상
에 의해 기능이 제한된 장애인도 상대방의 도움으로 댄스
스포츠 동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댄스스포츠 활동은 부
모와 발달장애 아동들이 함께 수행하기에 적절한 신체활
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댄스스포츠를 하면서 이루어지
는 자연스러운 눈맞춤과 스킨쉽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
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댄스스포츠라는 여가활동
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장애자녀와 신
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장애자
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발달장애아동의 신
체활동량과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절차

본 연구는 부모 참여 댄스스포츠 활동의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A 대학교 특수체육교실에 대기자로 등
록된 인원 중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14쌍의 발달장애아
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모집된
발달장애 자녀 14명과 부모 14명을 프로그램 진행일정
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통제군에 각각 7쌍씩 배정하였다.
이후 두 집단 모두 부모의 인식, 아동의 신체활동량 및
체력에 대한 사전 측정을 진행하였고, 운동프로그램은 8
주간 주 3회, 회당 90분간 진행되었으며, 운동참여군은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통제군은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 8주간의 프로그램 종료 후, 두
그룹 모두 사전에 측정했던 동일한 조건의 사후 측정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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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부, 모 중 최소 한 분이 본 프로그램에 함
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최소 1회 이상의 장
애아동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로써 본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제
한이 없는 아동에 한하여 모집하였다. 모집된 인원은 총
28명으로 발달장애 아동 14명(남=11, 여=3)과 그들의
부모(여=14명)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의 부모는 연구
의 목적, 측정 항목, 연구 진행 절차, 프로그램 내용, 윤리
적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자발
적으로 서명하였다. 운동군은 6명의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과 1명의 다운증후군 장애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별 장애아동의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an ± SD)
Variables

Experimental
Group(EG) (n=7)

Control
Group(CG) (n=7)

Age (years)

13.57±1.62

11.63±2.26

Height (cm)

150.11±10.25

147.44±16.12

Weight (kg)

43.17±10.73

47.34±17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진행한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은
Kwon(2014)의 연구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3회, 8주간 진행되었으며, 1회
운동시간은 90분으로 구성하였다. warm-up(정적 스트
레칭, 10분), 유산소운동(템포 트레이닝, 15분), 단체 근
력 운동(그룹 활동, 10분), 본 운동(라인댄스(2-3주), 댄
스스포츠 프로그램(4-8주, 35분), cool-down(짝 스트레
칭, 10분)으로 구성하였다. 초반에는 학생(장애아동)과
부모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주차 부
모의 역할은 처음 마주하는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새로운 공간과 분위기,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는 것이다. 2-3주 동안은 댄스 스포츠보다 스텝
이 단순하고, 전체적으로 리듬을 익힐 수 있는 라인 댄스
를 통해서 부모와 장애자녀가 음악과 움직임에 충분히 적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부모들은 프로그램을 이해

및 습득하는 동시에 신체적 접촉과 관찰을 통해서 자녀들
의 신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4-8주 동안은 댄스 스
포츠 중 ‘차차차’라는 장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동작을 부
모와 장애자녀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진행하
였다. 이때부터 부모들은 프로그램과 자녀의 움직임에 대
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직접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
게 된다. 전체적인 운동프로그램 구성과 1일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Table 2. Parent Participated Dance Sports Program
Step

Contents

Time

Warm-up

Static stretching

20 min

Aerobic exercise
(tempo training)

Main
activities

→
→
→

→
→

(Running Walking back
Turning direction lifting up knee
Side step Walking slowly
Running)

→

Group strength exercise
(sit-up & squat)

15 min

10 min

Basic step, under arm turn
(4-5 weeks)
Dance sports
program

New York, sports tour
(6-7 weeks)

35 min

Three ChaChaCha, Hand to Hand
(8 weeks)
Cool-down

Pair stretching

10 min

측정 항목 및 방법
부모의 운동참여 가치 및 재참여

자녀의 신체활동참여에 관한 가치인식을 측정하기 위
하여 Lee(2004)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Lee(2005)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운동 재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Choi(2011)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운동참여에 관
한 가치인식과 운동 재참여에 관한 문항에 대한 측정 방식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정),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
도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운동참여 가치인식에서
는 사회적 효과, 심리적 효과, 운동기술 향상, 건강 증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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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 재 참여는 만족, 가
치관, 신체활동 재참여 여부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Cronbach’s α 값은 운동
참여 가치인식은. 912, 운동 재참여는 .875로 높은 신뢰
도를 보여준다.

신체활동량

신체활동량은 움직임의 각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에너
지소비량을 추정하는 가속도계(Actigraph GT3X+)를
사용하여, 두 그룹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프
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각각 7일간 기록된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가속도계는 신체활동량에 대한 기억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지적장애인들에 관한 연
구에서 모션센서(motion sensors)를 효과적으로 활용
해왔기에 이 가속도계는 발달장애인들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고 여겨진다(Stanish et al,
2006).

Brockport Physical Fitness Test (BPFT)

프로그램 참여에 의한 아동의 체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 Winnick & Short(1999)가 개발한 건강관련 체력검
사를 시행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척수장애, 뇌성마비, 절
단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비장애아동 (10-17세)을 대
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 관련 체력(신체조성, 유산
소 능력, 근골격계 기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
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평가 종목 및 방법은 본 연구 대
상자의 장애 특성 및 능력과 선행연구(Jeon & Han,
2011)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
으며, 심폐지구력(16m PACER), 근력 및 근지구력(윗몸
일으키기), 유연성(좌전굴)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값은 Window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변인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참
여 댄스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자녀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아동의 신체활동량 및 체력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Two way
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가설검증
을 위한 유의 수준은 a=.05로 하였다.

연구결과
그룹 간 동질성 검사
Table 3.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Variables

EG(n=7) CG(n=7)

t

p

Age (years)

13.57
(1.62)

11.63
(2.26)

1.89

0.08

CharacterHeight (cm)
istics

150.11
(10.25)

147.44
(16.12)

0.37

0.72

Weight (kg)

43.17
(10.73)

47.34
(17.00)

-0.55

0.59

cardiovascular
endurance

12.71
(10.19)

12.86
(4.69)

-0.34

0.97

Physical muscle strength
fitness

12.29
(8.71)

17.00
(4.08)

-1.30

0.22

-7.06
(13.07)

-5.86
(8.05)

-0.20

0.85

-0.01

0.99

t

p

flexibility

Physical
activity Average calories 216.09 216.60
Consumption (134.81) (129.35)
level
Table 4. Parents
Variables
Physical activity
value
Parent
recognition
recognition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EG(n=7) CG(n=7)
71.57
(21.16)

83.14
(8.71)

-1.34

0.21

16.29
(5.68)

18.43
(1.99)

-0.94

0.37

두 그룹간의 독립 t검정 결과, 모든 변인에서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이
로써 운동 중재 시작 전 실험군과 통제군은 통계적으로 다
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인식변화
8주간의 부모참여 운동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장애부모
들의 부모 인식 변화 중 운동참여 가치 인식의 변화에서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5.63, p=0.04). 한편,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활동을 통해 운동 재참여에 관한 인
식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실험군에서는
증가한 반면 통제군에서 사전 값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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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ime
Group

5.63

0.04*

통제군에서는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루평균
중간 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MVPA)량의 경우에도 실험
군에서는 사후에 증가한 반면 통제군에서는 감소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3

0.15

논 의

Table 5. Changes in Parent Recognition
Variables

Pre-test

Post-test

EG
Physical
activity value
recognition CG

71.57
±21.16
83.14
±8.71
16.29
±5.68
18.43
±1.99

85.86
±7.82
78.29
±6.95
19.14
±1.07
18.00
±1.63

EG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CG

* p<.05

＊

아동의 건강체력·신체활동량의 변화
Table 6. Changes in Physical Fitness, Physical Activity Level
Variables
Body
composition

EG
Body fat
CG
Cardio
vascular
endurance

Physical
fitness

Muscle
strength

EG
CG
EG
CG
EG

Flexibility
CG
EG
Physical
Average
activity
calories
level
consumption CG

Pretest
27.40
±18.35
26.44
±12.60
12.71
±10.19
12.86
±4.67
12.29
±8.71
17.00
±4.08
-7.06
±13.87
-5.86
±8.05
216.09
±134.81
216.60
±129.35

Posttest
20.80
±12.01
26.57
±12.50
21.43
±22.74
14.57
±6.27
14.29
±9.60
15.29
±4.96
-1.09
±12.73
-3.89
±7.42
248.48
±130.60
198.65
±114.06

F

＊

Time
Group

2.30 0.16

1.50 0.24

2.90 0.24

2.58 0.13

2.91 0.12

연구참여 아동의 건강 체력과 신체활동량 변인에서 시
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변인의 사전, 사
후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운동 군에서의 수치가 통제군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구체적으로 심폐지구력의 수치가 통제군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근력 및 근지구력은 실험군에서는 증가한
반면 통제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연성의 수
치 또한 실험군에서 통제군보다 더 많은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신체활동 변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루평균칼로리 소모량의 경우 실험군에서 증가한 반면

본 연구는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자녀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발달
장애 아동의 건강 체력과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발달장
애 아동의 신체활동량은 비장애아동들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Kwon et al, 2009). 그럼에도, 많은 선행 연구
들은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신체활동
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실질적으로 발달장애 아
동들의 체력이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다(Roh & Oh,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특수체육 연구 패러다임에 가족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참여라는 교육적 요소를 적용
해 봄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기대해보았다. 체력과 신체활
동량 그리고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관련한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장애자녀의 부모들에게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이들의 운동참여에
관한 가치인식이 통제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즉, 자녀와 함께 운동에 참여했던 보호자
가 그렇지 않은 보호자보다 장애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참여 수중활동을 통해 장애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부정적
인 정서가 개선되었음을 보고한 Shim & Park(2015)의
연구와 비슷하며, 질적 연구를 통해 장애자녀와 함께 운동
에 참여했던 부모의 경험을 탐색했던 선행연구(Sayers et
al. 2002; Chu et al. 201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 부모들
이 직접 참여했을 때 장애아동 부모들의 인식이 긍정적으
로 변화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주의적 관점에
서 제시되었던 선행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를 통해 실증적
으로 증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자녀와 함께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신체활
동에 관한 가치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결과는 접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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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론과 인지부조화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Allport, 1954). 동일한 이론을 바탕으로 기존의 선행연
구는 장애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신체활
동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부정적 인식 형성의 주요한 원인
임을 지적하였고(Park, 2009; Hwang & Han, 2007),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구조화된 환경에서의 접촉 경험과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통해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Lee & Lee,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점의 맥락 속에서 본 연구
를 통해 나타난 장애 자녀의 신체활동에 관한 부모의 긍정
적 인식 변화를 이해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신체활동에 관한 가치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도출한 반면, 부모의 운동 재참여에 관한 인
식은 운동군에서 사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였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
는 장애아동의 운동참여에는 부모의 인식뿐만 아니라 다
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아동들을 위한 체육시설 부족과 특수체육교
사수의 부족, 그리고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등 많은 부정
적인 요소가 장애아동들의 운동 재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원인탐색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가치인식
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장애아동의 체력과 신체활동량의
변화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건강체력과 신체활동량 변인 모두
통제군에 비해 운동군에서 수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아동 부모의 인식과 자
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정적 상관관계, 즉 부모가 자
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자녀가 신체
활동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Jeong
et al. 2015)와 부모의 교육 참여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교육현장 외에도 자연스러운 환경(e.g., 집, 커뮤
니티 등)에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체
력과 신체활동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들의 설명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Buschbacher, Fox, &
Clarke, 2004; Kim & Park, 2013).
또한, 신체활동량의 긍정적 개선은 음악 줄넘기 활동을
통해 비만 지적장애아동의 평상시 신체활동량이 증가했
음을 보고한 Kwon et al.(2009)의 연구와 리듬활동을 통
해 성인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량이 증가

했음을 보고한 Jo et al.(2018)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
다.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음악을 통한 신체활동 동기유발
을 신체활동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귀인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 신체활동량의 변화 또한 부모참
여 요인과 함께 댄스스포츠 활동에 내재한 ‘리듬’이 주는
흥미와 동기유발에 의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아동의 8주간의 댄
스스포츠 활동은 장애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을 긍
정적으로 변화시켜줌과 동시에 발달장애아동이 신체활동
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한편, 신체활동량과 체력에 대한 긍정적 개선의 결과를
확인했지만,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차
이가 나지 않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
로 판단한다. 첫째, 추리통계의 특성상 통계적 유의미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연구 일정의 제약으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
으로 원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상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본 연
구에서 수행한 운동 중재는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고강
도의 운동이 아니라 부모의 인식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교
육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했다. 그렇기에 장애아동의 기술
습득과 체력향상을 주요한 목적으로 개발된 선행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결과와는 정확
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운동 중
재를 통한 체력 변인에서의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운동 또는 8주 이상의 운동 중재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8주간의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부모의 인식과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조성, 기초체력, 신
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실험을 통해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 8주간의 부모참
여 댄스스포츠 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활동량과 건
강 체력 그리고 장애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가치 인식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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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의 객관화
와 일반화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모집하
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량의 변화를 보기 위해 운동 중재 직후 1주일간 측정한 자
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자녀의 신체활동
량 변화가 부모의 인식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운동 중재가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신체활동량
을 측정하여 부모의 인식변화와 자녀의 신체활동량 사이
의 명확한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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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활동의 효과 탐색
박귀택(노스캐롤라이나대학), 조가람․이용호(서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함께하는 댄스 스포츠 활동이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동량과 체력 및 자녀
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 참여자는 8세 이상 16세
이하의 발달장애 아동 7명과 그들의 부모 7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회당 90분씩 주 3회에 걸쳐 총 8주 동안
부모참여 댄스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였고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동량과 체력 및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은 프로그램 수행 전과 후에 측정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부모의 가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F=5.63, P<.04)를 나타내었다. 체력과 신체활동량 변인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실험군의 관련 수치가 통제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부모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의 8주간의 댄스스포츠 활동은 장애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줌과 동시에 발달장애아동이 신체활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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