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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와 함께 성장한 심리와 운동의 융합 적 차원의 심리운동 관련 연구를 다양하게 분석하
여 향후 심리운동의 연구의 문제점을 찾고 다양한 연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의 국내에서 연구 된 심리운동 연구를 논문 검색을 통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심리운동 관련 연구는 석사학위 30편, 박사학
위 6편, 학술지 14편 총 50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50편의 연구는 유형별 분포, 대상별 분포, 연구설계 유형, 종속변인 
유형, 중재 회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로 2013년 이후 연구사례가 하락세를 보이며 연구대상은 특정계층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연구 설계는 단일대상, 양적연구 순으로 종속변인은 운동발달, 사회성, 정서행동의 순으로 분석되었으
며 중재회기는 11∼20회, 21∼30회의 가장 많이 중재되었다. 연구결과에 변화는 사회성, 운동발달, 행동변화의 순으로 분
석되었다. 융합 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심리운동의 연구는 대상의 범위확대, 연구방법 및 변인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활발한 후속 연구화 함께 향후 사회서비스의 기여와 함께 융합 적 방안을 제시하고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회서비스, 심리운동, 연구경향, 융복합, 바우처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diverse research studies on psychomotricity as convergence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exercises and aims to identify challenges and provide solutions for more extensive future research. The 
study collected 50 papers published in Korea from 2013 to March 2017 through paper search systems and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the works by types and research subjects, and types of research design, types of 
dependent variables and the number of interventions involved. By research design, it was found that most 
number of papers were based on single-subject research, followed by quantitative research. Motor development 
appeared the most as a dependent variable, followed by sociality and emotional behavior. Most number of 
studies involved 21-30 times of interventions. The changes in the research results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sociality, motor development, and behavior change. Future psychomotricity studies need to expand study 
subjects and diversify research methods and variables, with active follow-up studies contributing to social 
service by providing comprehensiv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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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격한사회변화에따른문화, 사회환경으로인하여

과도한 경쟁,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 및 비인간화 현상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1].

야기 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복지의 필요성이 강

조되며과거사회복지와는다른복지와고용창출을고려

한포괄적사회서비스의필요성이제시되며 2007년을기

점으로 사회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지

와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사회서비스가 변화되

고 있다[2,3].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른 시행 된 보건복지부의 장애

아동 바우처 사업의 시작과 함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심리운동은 바우처 사업에서 10대 제공 영역에 선

정되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과 발달을 지원하게 된다.

능력과업적주의에탈피하고자하였던심리운동의역

사는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제도 속에 편입

되어 널리 서비스 되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에서도 교육,

철학, 복지, 운동학에서 다양하게 연구 정착 되어 있다.

독일에서 전해지며 2005년 국내 도입 된 심리운동은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핵심 영역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학문으로 인정

받아국내대학및대학원의전공과정개설과함께민간

자격과정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

고 있다[3,4,5,6,7,8].

그러나도입후학문적뿌리를내리지못하고사회서

비스중심으로심리운동의정착되면서도입 10년이지나

고문제점들의하나둘대두되고있으며첫번째로치료

적전문성과효과의객관성부족으로인하여그 한계성

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제공영역에서도 재선정

에 대한 논의와 학문적 연구의 미비한 실적은 사회서비

스를 기반으로 한 성장과 학문적 연구의 당위성 확립을

저해하는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세부적인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현재 사회서비스로서의 심리운동의 제공인

력기준은민간자격증을취득한인력으로규정하고있다.

짧은교육시간이수로취득하는민간자격증은앞서언급

한 심리운동의 문제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

식에 따른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대학수준의

심리운동 교과목 배치와 대학원에서 전공영역으로 활발

히연구하여양질의전문인력양성에힘쓰는학계의노

력은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학문적 당위성과 연

구의효과가제한적으로보고되고있지만심리운동관련

선행연구는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신체적 움직임이 갖는

특성과 사회성 및 정서적 순화가 요구되는 심리의 융합

의 차원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9,10].

그 가운데심리운동연구와관련하여 심리운동적신체

프로그램을 적용 후 전반적인 운동발달 능력의 향상과

협응력발달, 감각조절능력에대한긍정적인영향을미

친다는연구가보고되고있다[9,10,11,12,13,14,]. 또한사

회· 정서 심리· 발달적측면을고려한연구또한활발하

게진행되고있으며문제행동또는가족에대한연구도

활발하게선행연구를통하여보고되고있다[12,13,14,15].

아울러, 심리운동연구는여러분야의 학문과의융합

적 시도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직무만족, 자조기

술의대한효과가보고되었으며[16], 심리운동이언어발

달 및 교육적 가치의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17].

하지만, 사회서비스와그발전을같이해온심리운동은

사회서비스 안에서의 역할은 매우 증가되고 있는 반면

심리운동의학문적연구는 2013년이후점차감소추세에

있으며현장과학문적성장에서불균형이초래되고있다.

따라서 그 불균형은 앞서 언급한 학문적 당위성과 이

론에 정립에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양상 되면 장애인의

재활과 발달을 지원함에 그 전문성에 대한 재논의가 거

론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심리운동이 당면한 문제점을 다

시한번현장의요구를토대로학문적연구와연계하여

규명해 나아감으로서 심리운동 사회서비스를 통한 장애

아동및장애아동가족의복지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국내도입후 20주년을앞두고있으며장애

아동의 재활과 발달 지원을 위한 심리운동의 학문적 당

위성의이론적토대를마련하고자선행연구의동향을분

석분석함으로써심리운동의이론적정립에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은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심리

운동의 학문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그 걸과를 제시

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서의 심리운동의 방향 설정과 후

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Research trend analysis on psychomotricity based on Social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In Korea from 2013 to 2017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7

2. 이론적 배경
2.1 심리운동
전인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능력과 업적주의에 탈피

하여 인간 스스로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지각하고 체

험하는신체활동에정의를두고있는심리운동은 1950년

대독일에서키파드(Kiphard)와휘네켄(Hühneken)에 의

해 창안 되었다[18]. 심리운동은 목표는 인간의 신체와

심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로 간주하며,

대상자의신체와인성적측면발달과정들을강조하며타

인과의비교와경쟁보다는스스로의긍정적체험에따른

긍정적 행위과정에 목표를 두고 있다. 심리운동은 신체

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으로구분하지만현장적용에서

는구분되지않고있으며대상자중심의자발성과자율에

의한결정을통한창의적이며체험과경험을중요시하며

유희적인신체적활동으로원칙을강조한다. 심리운동의

대상은노인, 유아, 장애인등의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

한다. 심리운동의 효과로는 움직임을 통한 의사소통 능

력의 향상, 감각 및 지각 능력의 발달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그리고 사회성 함양을 심리운동의 효과로 정의 한

다. 심리운동의 세부 영역은 인간의 신체적 경험을 통한

자아능력의신장을위한신체경험과물질과의대면을통

하여자신의능력을계획하고수행하는물질경험과나를

포함한타인의존재를인식하고타인과의의사소통을통한

사회경험이 심리운동의 배경이론에 따른 분류이다[19].

2.2 사회서비스로서의 심리운동 
심리운동은 사회서비스에서 10대 제공영역으로 장애

아동의 재활과 발달을 지원하며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21조의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장애 유

형에 따라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및 중복

장애를인정한다. 전국소득수준 150%이하의기준을마

련하여 발달재활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다.

언어재활, 청능재활, 음악재활, 미술재활, 행동재활, 심리

운동, 놀이재활, 운동재활, 재활심리재활, 감각재활의 10

가지 재활 영역을 선정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매년 이용자 및 제

공인력이증가하고있으며 2014년도기준바우처서비스

를제공하는인력은 249명으로조사되었으며전국에제

공기관은 1534개소이며 이중 심리운동을 제공하는 기관

은 343개소로 조사 되었다[20].

심리운동사 취득 과정은 신체-물질-사회-적용 과정

200시간을이수한후과목별검정을통하여취득하며최

초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수교육 60시간을 이수

하여야지만그자격을유지할수있으며민간자격을발

급하는기관은 2017년기준 22개의민간자격기관이있다.

2.3 선행연구 고찰
2005년 최초 연구 보고되기 시작하여 심리운동에 대

한 많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되고 있다.

심리운동은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그 효과가 검

증되고 있다. 심리운동은 움직임에 기초한 만큼 운동성

관련에 대한 효과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21,22].

공격성향과 문제행동 감소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

으며정서심리적측면에서또한 긍정적영향을미친다

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23].

심리운동은그대상의범위또한장애아동및청소년

에게 국한되지 않고 노인, 대학생, 형제들에게도 적용하

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4].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연구에서는키워드 “심리운동”, “심리운동적”, “심

리운동 프로그램”, “심리운동치료”를 검색하여 수집 된

석사,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를 기초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자료를수집하기위해논문전문검색사이트인국

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누리미디어(DBpi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 연구된논문을대상으로하였으며

학위연구와학술지연구의제목과저자가동일한연구와

연구 원문을 제공하지 않은 연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3.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리운동전문가 교수 1인과 심리운동

전문가 박사과정 2인이 50편의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연

구의 분석틀은 2017 강진숙[25], 2016 이재택[26], 2011

[27]민소연의 선행 연구의 틀을 전문가 2인과 함께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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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여 분석틀을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과정에 대한 진행절차는[Fig. 1] 과 같다.

[Fig. 1] Research process

3.3 자료 처리 
수집된연구논문자료를토대로연구의일반적인특

성, 변인의 특성, 실험설계와 중재연구의 동향을 분석하

였고, 별도의 분석표를 작성하여 분석 결과를 토대로

Microsoft office Excel 20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자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 하

였다.

일치도 =
일치된 수 

× 일치된 수 + 불일치수

분석자간의 1차 신뢰도는 89.3 % 였으며, 분석자간의

합의 분석결과 2차 신뢰도는 91.8 % 로 나타났다.

4.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심리운동 관련하여 2013년부

터 2017년의총 50편의 연구를분석다음과같은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일반적특성을분석한결과는다음

과 같다.

4.1 연구 유형의 분포
50편의 연구를 학위 유형과 학술지롤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는 <Table 1>에 따르면 석사학위연구가 30편

(6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술지가 14편(28%), 박사학

위 연구가 6편(12%)의 순서대로 분석 되었다.

Category M D J Total

Study
30
(60%)

6
(12%)

14
(28%)

50
(100%)

M: master, D: doctor, J: joural

<Table 1> Research Type Distribution
n(%)

4.1.1 분석연구의 연도별 유형 분포
[Fig. 2]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분석된 학위별 유형을

다시 연도별 유형으로 분석하였고 2103년의 석사 ,박사,

학술지의 총 연구가 15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 2014년에는 6편으로가장적은숫자의연구가진

행되었다.

y: year
[Fig. 2] Research Status by Year

4.2 연구 대상의 분포
50편의 심리운동의연구의연구대상별분포를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발달지체 13편(26%), 지적장

애 11편(22%), 아동 7편(14%)으로 높은 비중의 연구 비

율로 나타났으며 자폐성장애 5편(10%), ADHD 2편(4%)

등의 장애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였으며 심리운동사

3편(6%), 노인 1편(2%), 청소년 1편(2%), 어머니 각 1편

(2%) 등의 다양한 대상의 연구가 진행 된 것을 <Table

2>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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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Percentage
Developmental Delay 13(26%)
Mental Retardation 11(22%)

Children 7(14%)
Autism 5(10%)

Psychomotrician 3(6%)
Developmental Disability 3(6%)

ADHD 2(4%)
Mothers 2(4%)
Teenager 1(2%)

Elderly Women 1(2%)
Cerebral Palsy 1(2%)

Chronic Schizophrenia 1(2%)
50(100%)

<Table 2> Distribution of research subjects 
n(%)

4.3 연구 설계 유형의 분포
50편의심리운동연구중연구설계에따른유형의분

포를 분석하였고<Table 3>에 나타나듯이 단일대상 연

구설계가 (46%)로 가장높은분포를나타났으며실 험

에 따른 사전, 사후의 양적 데이터 비교연구가20(%) 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조사연구 4(8%), 혼합연구가 3편

(6%)의 순으로 분석 되었다.

Study Design Percentage

Single Subject 23(46%)

Pre and post 20(40%)

Mixed study 3(6%)

Research Study 4(8%)

50(100%)

<Table 3> Research design distribution
n(%)

4.4 종속변인의 유형의 분포
2013년도 2017년 까지 연구 분석 된 심리운동의 종속

변인을분석하였고, 종속변인은종속변인의표적특성을

고려하여범주화하였고복수의종속변인이분석된연구

는 하나씩,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4>에따르면 62편의분석중운동발달영 역

15(24%)이 가장많이분석되었으며사회성 13(21%), 행

동13(21%)은같은빈도를보였으며자아관련 9(15%), 뇌

파 3(5%), 놀이관련 3(5%), 직무관련 3(5%), 기타 3(5%)

는 모두 같은 빈도의 분석결과를 보였다.

Dependent variable Percentage
Movement development 15(24%)

Sociability 13(21%)
Behavior 13(21%)
Self-Related 9(15%)

EEG Measurement 3(5%)
Play Related 3(5%)
Job Related 3(5%)
Others 3(5%)

62(100%)
EEG ; Electroencephalogram

<Table 4> Distribution of dependent variables
n(%)

4.5 중재 회기 분포
중재회기에분석은조사연구를 4편을제외한총 46편

의 연구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1~20, 21~30 회기의 중재횟수가

19(41%)로 같은 빈도로 분석되었으며, 31회 이상도

7(16%)로 분석되었으며 10회기 미만은 (1%)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Intervention session Percentage
1～10 1(2%)
11～20 19(41%)
21～30 19(41%)
31～40 7(16%)

46(100%)

<Table 5> Changes in Research Results
n(%)

4.6 연구 결과 분포
연구 결과 분석 중 질적 연구와 유의미 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한 연구를 제외 한 48편의 연구 결과 중 사회성

관련연구는 18(38%), 운동발달변화는 14(31%), 행동변

화는 13(27%), 뇌파변화는 2(4%), 기타 1(2%)로분석되

었고 <Table 6>와 같다.

Dependent variable Percentage
Sociability 18(38%)

Movement development 14(31%)
Behavior 13(27%)

EEG Measurement 2(4%)
Others 1(2%)

48(100%)
EEG ; Electroencephalogram

<Table 6> Intervention period distributio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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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사회서비스와 함께 국내 도입 된 심리와 운동의 융합

학문인 심리운동은 2005년의 최초연구를 통하여 2017년

에 이르러 총 100 여 편 이상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심리운동

연구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학위논문

및학술지논문의일반적유형, 연구대상의분포, 연구설

계유형, 종속변인의유형, 중재회기, 연구결과유형의빈

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논의

를 하고자 한다.

분석연구의유형별분포에서나타났듯이석사학위다

음으로 학술지 박사학위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심리운동은 관련 학과와 대학원 전공과정 개설되어지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심리운동의 국내 박사학위

연구자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학문 영역에 적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이마저 감소 추세에 있어 향후 심리운동

에대한전공영역축소후속연구부재등으로인한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심리운동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있는독일의연구경향을추가로연구해봄으로

서 국내 연구의 발전에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운동관련연구대상의유형을분석하면발달지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질환, ADHD, 뇌성마비 등의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분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심리운동이 국내 사회보장 서비스

의확장시기와맞물려동반성장함에따른결과라고분

석할수있다. 심리운동사및유아, 청소년, 부모등의대

상에대한연구가매우적으며다양한대상에연구확장

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험 설계에 따른 심리운동 연구는 단일대상의 연구

와양적연구의비슷한빈도로연구되고있음을조사결

과를통하여알수있다. 특수교육연구자와특수체육연

구자의융합적차원에따른인식의결과라고볼수있으

며 심리운동의 특징 중 주관적 의미부여 및 관찰이라는

요소가있듯이연구설계에다양한방법과질적연구및

문헌연구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특수체육학과 특수교육 관점에서의 연구뿐만이 아

닌다양한교육적가치및사회문제해결에관한후속연

구는심리운동의학문적가치를확고한할수있음을제

언한다.

심리운동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대부분 심리운동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과거사회성및정서행동에치우친심

리운동의종속변인요소는운동발달, 언어능력, 직무스트

레스, 자아능력 등으로 확대 연구되고 있음을 분석 결과

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창의성과 관련된 심리운동

연구 또한 후속 연구로 제언 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운동 연구는 변인에 따른 중재가 매우 중요한 요

소임을 알 수 있으며, 연구 설계에 따른 중재와 기를 분

석한 결과 총 11회기에서 30회기가 가장 심리운동 중재

의보편적중재회기라는결과를알수있다. 이는심리운

동의 다른 학문적 영역과 융합의 과정에 따른 중재회기

의분포라고분석할수있지만, 좀더표준화된중재회

기를 구성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리운동중재가연구결과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

에 대한 분석결과는 사회성, 운동발달, 행동변화의 순으

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심리운동의 사회성 중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심리운동 연구의 양적 감소는 심리운동 초기 사

회서비스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장하였

기 때문에 학문적 이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연구의 주제

가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심리운동에 대한 학

문적검증이충분하지않았으며이는심리운동의불균형

속에 발전을 거듭 하게 되었다. 민간자격협회의 연수과

정은 학문적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불균형적인 발

전에대한해결책은교과목의개설되어있거나전공과정

의개설되어있는대학의연구자들의문제점의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다양한 연구와 개관적 효과를 검증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심리운동이사회서비스의한영역인발달재활서

비스와 함께 성장하였던 것은 심리운동의 국내 정착과

저변확대에그초석이되었다. 하지만, 본연구의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사회서비스와 심리운동의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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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계층에대한연구는간접적으로연구가진행되었

으며사회서비스와심리운동의상호연관성에대한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에 투영 된 심리운동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

양한 연구대상, 연구설계, 연구방법, 다양한 중재방법을

연구한다면 심리운동의 이론을 재정립하고 학문적 당위

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현장과학문의융합의필요성을인식하고

융합적조화를통하여사회적이슈에접근하고자 노력

에관한연구[28,29,30]에서해결책을파악하고그해결과

정을심리운동분야의균형적발전을이룰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심리운동의연구동향을분석하는과정

에서적은수의국내연구만을분석한제한점과연구결과

에도출된통계적의의를통한시사점을분석하지못함

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며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

서비스와 심리운동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서는 이견

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후속 연구자

들이서회서비스를기반으로한심리운동의연구의필요

성을인식할수있을것이며심리운동의학문적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심리운동의정착과발전은대학에서의교과목

개설과전공과정개설을통한양질의제공인력을양성하

고 배출하여 전문 인력이 현장의 요구를 성실히 수행한

다면심리운동이사회적요구에부합한학문이될수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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