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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목  :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의 효과를 연구한 연구들의 체계 인 고찰을 통하여, 

임상에서 치료계획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MEDLINE/PubMed와 AOTAPress에서 제공되는 연구논문들 에서 1993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아동과 청소년을 상으로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효과를 살펴 

본 10개의 논문을 분석하 다.

결과 : 연구 상은 감각조 장애와 자폐스펙트럼의 진단군이었으며, 재 효과를 증명하기 

에 선택한 다른 재유형은 여 히 과거의 체계  고찰연구와 유사하 다. 재기간은 체

로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재를 10주 이상, 20회기 이상, 어도 주당 2～3회 정

도 실시하 다.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재가 체로 효과 인 편으로 특히 운동수

행 역과 행동개선 역, 학습과 련한 교육 역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감각처리 역이나 작업수행 역에 감각통합 재의 효과가 있음을 GAS를 사용하여 규명하

고자 하는 연구노력이 있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임상가들에게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재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디자인의 최소 틀을 알고 연구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주제어 : 감각통합, 작업치료, 체계  고찰, 치료결과

Ⅰ. 서 론 

일상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환경과 신체로부

터 들어 온 감각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능력

에 달려있다(Gal, Cermak, & Ben-Sasson, 200

7). 많은 아이들이 감각처리와 감각통합에 어려

움을 갖고 살고 있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일

반아동의 5～15%가 감각조 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임상 진단 군에서는 자폐스펙트럼의 아

동의 80～90%가 비 형 인 감각반응을 나타내

고 있다(Ahn, Miller, Milberger, & McIntosh, 20

04; Tomchek & Dunn, 2007). 

국내연구에서 정확한 감각처리와 통합의 문제

를 가진 아동의 통계치는 발표된 바 없지만 2000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효과에 관한 체계적 고찰

최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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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 부터 자폐스펙트럼의 아동을 다루는 

문가들과 부모들이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

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을 찾기 시작하

다. 이것은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가 감

각처리와 통합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

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문가들과 부모들의 

기 에 부응하게 되었고, 국내 문 학회에서도 

문 인력을 배양하기 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임상의 작업치료사들도 다양한 사례경험

을 통하여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가 이

러한 아동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감각통합 재가 필요한 감각자극

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잘 조직화된 활동에 

개인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뇌와 신경계의 

감각정보처리 능력은 향상되고, 감각을 조직화하

고 통합하는 능력이 호 된 결과 아동이 일상생

활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확신이 있

었기 때문에 가능하 다(Ayres, 1972; 1979). 최

근의 국내연구에 의하면 소아재활분야에서 필요

한 재활서비스로 감각통합 재를 손꼽았으며, 감

각통합 재에 가장 합한 문 역이 작업치료

역임이 확인된 바 있다(황기철, 장문 과 노효

련, 2008).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주로 의학 분야에

서 사용해 온 근거 심의 임상(evidence-based 

practice)의 필요성 문제가 재활분야에서도 근거

사용의 요성이 확산되면서 작업치료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보건의료

계의 세계 인 추세가 제한된 재정의 효율 인 

사용을 해 환자 심의 근거를 확보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다(박명화, 2005). 즉 근거 심의 임상은 환자에

게 필요한 평가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한 의사결정을 효과 으로 내릴 수 있는 수

단이라는 것이다(Depoy & Gitlow, 2001). 

국내연구에서도 근거 심의 임상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내 작업치료사들을 상으

로 근거 심의 작업치료에 한 인식 조사를 한 

연구에 의하면, 임상가들의 80%이상이 근거 심

의 임상이 도움이 되고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다. 그러나 과 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논문에 

해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치료사 비율이 

응답자의 17.2%로 낮게 나타났다. 경쟁력 있는 

문가가 되기 해 논문을 비평하고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필요함이 제

기되고 있다(강 , 이주언과 김진경, 2007).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분야에서도 근

거 심의 임상  모델이 요하게 연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문가들은 감각통합에 근거한 작

업치료의 가치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반면에, 다른 

문가들은 ‘논증 으로 덜 효과 ’이라고 언 하

고 있기 때문이다(Hoehn & Baumeister, 1994). 

한 최근의 문헌에서는 감각통합과 처리에 문제

를 가진 아동들의 재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감각통합에 근거한 작업치료보다는 다른 근방

법의 효과에 하여 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Polatajko & Cantin, 2010). 

외국의 경우에는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

료의 근거기반을 세우기 하여 다양한 수 의 

연구와 체계  고찰을 해오고 있으나 국내의 경

우, 감각통합 재 효과에 한 체계  고찰 연구

를 시도하고 있는 정도이다(김경미, 2009). 

본 연구의 목 은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

치료의 효과를 연구한 연구들의 체계 인 고찰을 

통하여, 임상가들에게 치료계획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감각통합에 기반

을 둔 작업치료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MEDLINE/PubMed와 AOTAPress 

(http://ajot.aotapress.net)에서 제공되는 연구논문

들 에서 1993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아동과 

청소년을 상으로 감각통합 재 효과를 살펴 본 

논문만을 포함하 다. 검색어로는 ‘sensory 

integration’, ‘occupational therap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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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수 정의

1단계 체계  고찰(systematic reviews)

메타분석(meta-analysis)

무작  임상실험설계(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

2단계 두 집단 비무작  연구(two groups nonrandomized studies)

3단계 단일 집단 비무작  연구(one groups nonrandomized studies)

4단계 개별실험연구(single-subject designs)

설문조사(surveys)

5단계 사례연구(case reports)

기술  고찰(narrative literature reviews)

질  연구(qualitative research)

표 1. 연구의 질  수  분류기

outcome’을 사용하여 26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으

나 문 록을 검토한 결과 임상 으로 감각통합

재 효과와 연 이 있는 10편의 논문이 최종 선

정되었다. 검색된 논문 에서 컨퍼런스 는 

젠테이션 논문, 학 논문, 작업치료 분야 밖의 

논문, 성인을 상으로 재한 논문, 감각통합

재 련 신경과학의 근거를 제시한 논문이나 체

계  고찰과 메타분석을 한 논문, 감각통합 재

가 없는 작업치료효과에 한 논문들은 배제되었

다.

2. 분석내용

 

  1) 연구의 질  수  

논문 연구의 질  수 을 평가하기 해 근거

기반 연구의 수 을 5단계로 분석하는 분류표를 

사용하 다. 이 분류기 은 Arbesman, Scheer와 

Lieberman(2008)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연구의 

질 수 을 평가하기 해 리 사용되는 평가기

이다(표 1).

  2) 연구 디자인

감각통합 재의 효과를 알아보는 논문의 구체

인 디자인을 알아보기 하여, 진단군, 재유

형, 재기간, 재효과 여부를 살펴보았다(표 2). 

  3) 재효과 역

감각통합 재 효과를 운동수행 역, 감각처리 

역, 행동개선 역, 학습과 련한 교육 역, 작

업수행 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May-Benson 

& Koomar, 2010).

    

Ⅲ. 연구결과 

1. 연구의 질  수 과 디자인

10개의 연구논문의 질  수 은 가장 높은 수

Ⅰ은 5개(50%), 수 Ⅱ는 1개(10%), 수 Ⅲ은 

1개(10%), 수 Ⅳ는 2개(20%), 수 Ⅴ는 1개

(10%)로 분류되었다. 연구 디자인에서 진단군은 

감각조 장애와 자폐스펙트럼의 진단명이 가장 

많은 재의 상이 되었고, 감각통합 재의 효과

를 증명하기 해 선택 으로 사용한 재유형은 

작업치료사가 실시하는 지각운동 재와 책상 앞

에 앉아서 하는 작업 활동 재, 교사가 주로 사

용하는 학습방법이 차지하 다. 재기간은 체

로 10주 동안 20회기 이상의 치료 재를 어도 

주당 2～3회 정도 실시하 다. 재 혹은 재간

의 효과 여부는 감각통합 재가 효과 인 편으로 

나타났다(70%). 10개의 논문에 한 질  수 과 

구체 인 연구디자인은 아래와 같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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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자 (연도) 진단군

재유형(명) 재기간

재(간)

효과여부감각

통합

재

없음

선택

재

총 회기 

회기/분

주당

회기
기간

총

재량

(시간)

Ⅰ

Kaplan et al. (1993) DCD 49 - 15c, 31a 24↑/60 1 6개월 24 NS

Miller, Coll, & Scheon (2007) SMD 7 7 10c 20/(-) 2 10주 - SIG

Preiffer et al. (2011) ASD 20 - 17
f 18/45 3 6주 13.5 SIG

Uyanik et al.(2003) DS 15, 15b -  15d 36/90 3 3개월 54 NS

Wuang et al. (2009) MR 40 40 40
a, 40d 120/60 3 40주 120 SIG

Ⅱ Smith et al. (2005) PDD/MR 7 - 7
e 10/30 5 2주 5 SIG

Ⅲ Miller et al. (2007) SMD 30 - - 20/(-) 2 10주 - SIG

Ⅳ
Roverts et al. (2007) SMD 1 - - 21/60 3 7주 21 SIG

Walting & Dietz((2007) ASD 4 - - 30～34/40 3 10주↑ 20↑ VAR

Ⅴ Schaaf & Nightlinger(2007) SMD 1 - - 40(-) 1 10개월 - SIG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l DCD, Sensory Modulation Disorder; SMD,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Down Syndrome; DS, Mental Retardation; MR,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
a
 perceptual-motor intervention 

b
 vestibular stimulation/SI approach, 

c
 tutoring. 

d
 Neurodevelopmental therapy 

e
 remedial classroom activities(table top activities) 

f
 fine motor intervention

NS: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between groups, SIG: significantly better results than contrast groups

VAR: variable results found

표 2. 연구의 질  수 , 진단군, 재유형, 재기간, 재(간)효과 여부

2. 재효과 역

  1) 운동수행 역

10개의 논문  4개의 논문에서 감각통합에 기

반을 둔 작업치료가 운동수행에 정 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Preiffer, Koening, Kinnealey, 

Sheppard와 Henderson(2011)의 연구에서는 감각

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가 소근육 활동 재

를 받은 그룹보다 소근육 활동에 효과 인 결과

를 보 다. Wuang, Wang, Huang과 Su(2009)는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그룹이 소근육 운

동, 상지 응, 감각통합기능이 신경계발달치료 그

룹, 지각운동 재 그룹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다. 

반면에 Kaplan, Polatajko, Wilson과 Faris(1993)의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아동에게 감각통합에 기반

을 둔 작업치료를 용하 을 때, 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 기술에 향상이 보 으나, 지각운동

재와 교사가 주로 사용하는 학습방법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Uyanik, Bumin과 Kayihan(2003) 

연구에서도 다운증후군아동에게 감각통합에 기반

을 둔 작업치료만 용했을 때보다 정자극이 

더 가미된 감각통합 재와 신경계발달치료 재

를 사용했을 때 더 운동 역의 감각통합기능에 

효과 이었다. 

2) 감각처리 역

10개의 논문  2개의 논문에서 감각통합에 기

반을 둔 작업치료가 감각처리능력의 향상에 도움

이 되었다. 두 연구는 감각조 장애아동에게 감

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를 용한 결과 단

축형 감각 로 일의 수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

다(Miller, Coll, & Scheon, 2007; Miller, Scheon, 

James, & Schaff, 2007).

3) 행동개선 역

10개의 논문  3개의 논문에서 감각통합에 기



KCBOT Vol. 1, No. 2, 2011   75

반을 둔 작업치료가 비정상 인 행동조 에 도움

이 되어서 자신의 연령에 합한 활동에 참여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Roverts, King-Thomas, 

& Boccia, 2007; Smith, Press, Koening, & 

Kinnealey, 2005; Walting & Dietz, 2007).

4) 학습과 련한 교육 역

10개의 논문  2개의 논문에서 감각통합에 기

반을 둔 작업치료가 학습과 련한 교육 역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Kaplan 등(1993)의 

연구에서는 읽기와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Miller 등(2007)의 연구에서는 집 력, 인지 사회

 요소에 효과 이었다. 

5) 작업수행 역

10개의 논문  4개의 논문에서 Goal 

Attainment Scale(GAS)로 측정한 감각통합에 기

반을 둔 작업치료의 효과는 놀이, 사회  참여, 

사회성 부분에 나타났다(Miller et al., 2007a; 

Miller et al., 2007b; Preiffer et al., 2011; Schaaf 

& Nightlinger, 2007)

 IV. 고 찰

 

아동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아동이 일상의 삶에 

온 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기 

하여, 다양한 치료 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

동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수 있는 재방

법을 선택해야 한다(Polatajko & Cantin, 2010). 

그러나 경력이 많을수록 이론이나 연구결과보다

는 치료사 개인의 경험을 시하는 경향이 있다

(강  등, 2007) 이것은 아직도 아동작업치료분

야에서 재효과에 한 가장 좋은 근거를 선택

하는데, 많은 임상가들이 비평  평가기술이 부

족한 편이며, 기술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평가

기술에 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타난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Arbesman & 

Lieberman,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감

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의 효과를 연구한 

연구들의 체계 인 고찰을 통하여, 임상가들에게 

치료계획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고, 앞으로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의 연

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체계  고찰에 의하면,  이 의 체계

인 고찰과 연구디자인을 비교해 볼 때 진단명

에 변화가 있었다. 이 에는 학습장애와 발달성 

응장애 혹은 발달에 문제가 있는 진단군이 주

요 상이었다(May-Benson & Koomar, 2010). 

그런데 본 연구의 상 논문들에서는 감각조 장

애와 자폐스펙트럼의 진단명이 주요 상군이었

다. 이는 1990년  반부터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의 상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

치료의 효과를 증명하기 해 선택한 다른 재

유형은 여 히 과거의 체계  고찰연구와 유사한 

편이다. 재기간은 체로 10주 이상, 20회기 이

상의 치료 재를 어도 주당 2～3회 정도 실시

하 다. 이는 Case-smith와 Bryan(1999)이 언

한 효과 인 치료기간과 회기에 하는 연구들을 

진행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 혹은 재간

의 효과 여부는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가 체로 효과 인 편으로 나타났으나 20미만의 

샘  크기로 나온 논문의 결과를 용하기에는 2

종 오류(type Ⅱ error)를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해석해야할 것이다.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효과 역의 결

과를 살펴보면, 운동수행 역과 행동개선 역, 

학습과 련한 교육 역이 여 히 효과 인 것으

로 나타났고, 2000년  이후부터는 감각처리 

역이나 작업수행 역에 감각통합 재의 효과가 

있는지를 GAS를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

구노력이 있었다. 이는 작업치료의 패러다임이 

클라이언트 심의 사고로 환된 임상환경을 반

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지난 18년간의 최근동안 감각

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효과를 다룬 논문들 

에서 감각통합 재 련 체계  고찰과 메타분석을 

한 논문들은 제외되어 고찰연구를 실시하 기에 

은 편의 연구를 고찰하 다는 것이다. 한 자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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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하여 사용한 검색엔진인 MEDLINE/PubMed

와 AOTAPress는 재활 련 이나 작업치료분

야의 연구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으

나 체계  고찰을 하기 해 필요한 다양한 재활

에 근할 수 없는 제한 이 있었다. 따라서 추

후의 연구에서는 PsycINFO, CINAHL, Cochrane 

Library, OTSeeker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더 많은 재활 을 확보하여,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효과를 더 확실하게 증명해  수 있

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각통합에 기

반을 둔 작업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신경과학  근

거에 한 고찰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의 

효과를 연구한 연구들의 체계 인 고찰을 통하

여, 임상가들에게 치료계획 시 도움이 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 분석 결과, 연구 상은 감각조 장애와 자

폐스펙트럼의 진단군이었으며, 재 효과를 증명

하기 해 선택한 다른 재유형은 여 히 과거

의 체계  고찰연구와 유사하 다. 재기간은 

체로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재를 10

주 이상, 20회기 이상, 어도 주당 2～3회 정도 

실시하 다. 재 혹은 재간의 효과 여부는 감

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재가 체로 효과

인 편으로 나타났다.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

업치료 재가 미치는 효과 역은 운동수행 역과 

행동개선 역, 학습과 련한 교육 역이 여

히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감각처

리 역이나 작업수행 역에 감각통합 재의 효

과가 있음을 GAS를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노력이 있었다.

본 고찰 연구를 통하여, 임상가들은 감각통합에 

기반을 둔 작업치료 재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디자인의 최소 틀을 알고 연구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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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atic Review of the Research Evidence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Therapy Using a Sensory Integration Approach 

Choi, Jeong-Sil
*
,  M.Sc.,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Juseong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reviewed to identify, evaluate, synthesize 

the research literature and suggested to the research direction on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therapy using a sensory integration approach.  

Methods :  We analyzed 10 studies that identified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therapy 

using a sensory integration approach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offering in 

MEDLINE/PubMed and http://ajot.aotapress.net between 1993 and 2011.

Results :  The subjects were the sensory modulation disorder and autism spectrum . The 

different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similar to a previous studies. Intervention dosage 

was over 20 sessions, 2～3days per week more than 10weeks. Occupational therapy using 

a sensory integration approach may result in positive outcome in motor performance, 

behavioral outcomes, academic and psychoeducational outcomes and tried to currently 

identify the effect of intervention outcomes in sensory processing and occupational 

performance using the GAS.

Conclusion :  Clinicians have a minimal idea planing a research design and a evidence 

running a study.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y, Sensory integration, Systematic review, Treatment 

out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