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

하기 한 노력으로 융합 사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치료 등을 포함한 범

한 분야에 용되고 있다[1-3]. 이러한 융합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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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융합 재의심리운동 로그램의참여가ADHD 아동의주의집 력에미치는 향에 하여규명하고

자 한다. ADHD 아동을 상으로 한 Kiphard의 6단계의 심리운동 용에 따른 시각과 청각의 주의집 력에 하 요인

락오류와 오경보오류를 반복측정 분석하 다. ADHD 아동의 심리운동 재에 따른 분석결과 시각주의력의 하 요인인

락오류와오경보오류는실험집단에서만오류가감소하 으며청각주의력의하 요인인 락오류와오경보오류는실험집

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감소하지 않으며 재에따른유의미한 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분석결과를토 로

융합 재를기반으로심리운동의후속연구는주의집 력뿐만이아닌다양한 재에 한연구를통하여ADHD 아동을

한 융합 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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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a group psychomotor training for the 

visual and auditory attention in children with ADHD. We examined some of the important factors of visual and 

auditory attention deficits, the Omission Error and False Alarm Error using Kiphard’s 6-step program for children 

with ADHD. The result suggests that a significant decrease in factors involved in visual attention deficits was 

influenced by the degree of group interaction and the time of examination. However, factors involved in auditory 

attention deficits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Our research on the effects of psychomotor program based on the 

convergent intervention approach suggests that future studies investigate different paradigms of intervention methods 

for children with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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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한 근 방법은아동 청소년기주의집 의어려

움과 충동성으로 인해 정서·행동의 문제성을 보이는 주

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이하 ADHD)의 생애주기에따른 재

방법과 한 응에실제 인내용으로도활용되고있

다[4,5].

ADHD는 3, 4세 무렵부터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지속

되기도 하며 학령 기 는 학령기에 흔히 찰된다.

세계 으로 ADHD 아동의 수는 략 6.8%로 추정되며,

2013년 기 으로 국내에서 ADHD로 진단받는 환자수가

5만 8천명에이르고있다. 이 10 의비율이 65.91%로

이르고 있다[6,7]. ADHD 아동들은 주의력 결핍으로 인

하여 실수가 반복되고 과제에 한 집 이 어려우며 일

상 과잉행동으로학업에실패로이어지기도하며학교

밖사회 문제로도인식된다[8,9]. 이러한양상은학습능

력 일상생활 능력에도 많은 문제 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최근에는특수교육 상자로서의분류에 한논의

도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 문제로 인식 후 조기 재에

한 다양한 지원 임상 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0].

ADHD아동의 치료는 약물 투여를 통한 재 방법

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놀이치료, 감각운동, 언

어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비약물 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 지고 있다[11,12]. 뿐만 아니라, ADHD 아동

의사회성 심리· 정서 측면의문제들을해결하기

한 다양한 활동들이 융합된 재 로그램들의 효과가

선행 연구들을 통해 폭넓게 보고되고 있다[13-15]. 이러

한 ADHD아동의진단과치료의다각 인 근은ADHD

아동의 과잉행동과 주의력 결핍, 충동 인 행동으로 인

해 발생되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부 응 문제

들에 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6].

특히, 최근 ADHD아동의 충동성 주의집 결핍과

련하여 심리·정서 기제와 신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융합 재에 한 심이 확 되고 있으며, 표 인

재방안으로아동의자발 인움직임을통해 인 발

달을 목표로 추구하는 심리운동(phycomotorik)이 재

가비약물 재의하나의방법으로활용되고있다[17,18].

심리운동은 독일의 Kiphard에 의해고안되었으며움

직임을 매개로한 역과 심리· 정서 안녕의 심리치료

의 교차 역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움직임과 심리를

분리된 것이 아닌 총체 인 것으로 인식하는 교육 개

념이다[17]. 심리운동은국내도입후심리운동은보건복

지부 사회서비스의 지정 역으로 보 되었으며 ADHD

아동을포함한장애아동의발달과재활을지원하고있다

[18,19].

장애아동의재활과발달을 지원하는심리운동은움직

임의 체험과 경험을 기반으로 유희 형식의 자발 인

움직임을 지향하며,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 자기 인지

자기 억제, 자기 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

을포함하고있다[19]. 이에 따라심리운동은ADHD아동

의 원시 감각 운동성을 개선시키며, 자발 인 움직임

활동은 ADHD아동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체도

식과 움직임 조정 과정을 통하여 체계 으로 구조화

세분화시킨다[20]. 이러한 ADHD아동의 주의 집 력에

련하여 자신의 신체를 조 하고 충동성을 억제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운동의

융합 재방식은 주의 집 력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정 인 자아 존 감 사회 자신감의 향상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 움직임과 심리․사회

역의 내용들이 융합된 심리운동 로그램이 ADHD의

주의집 력에미치는직 인 향력을검증하고자하

다. ADHD를 상으로선행연구에리운동의뇌 나심

리 요인, 신체 자기개념등에 한효과가밝 진바

있으나, 상 으로 주의 집 력에 한 향 계를 규

명한연구는많지않아좀더풍부한경험 증거를축

하여증거기반(evidence-based) 재 로그램을 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ADHD 련 선행 연구들이 매년 양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재방법에 있어서 주로

약물 재 는 단일 재 방법에 의해 수행된 한계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와 운동의 융합

재를기반으로한심리운동 로그램을통하여 ADHD

아동의 주의 집 력에 미치는 향에 하여 규명하고,

융합 재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환에 기여하고

자 하며 후속 연구의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참여

본 연구의 상은 S시에 치한 D 운동발달센터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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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정신과의 내원하는 ADHD 진단 소견을 보이는

등학교 1,2학년 16명을K-ADHDDS 검사를통해서동

질성검증을 실시하 다. 이후 심리운동 재그룹과 통제

그룹을 무선배치하고 로그램을 용하 다.

본 연구의 참여한 ADHD 아동 16명의 정보는 아래

Table 1과 같다.

G N Age SEX K-ADHDD p

PG 8
8.37 ±
.517

M:7
F:1

118.875 ± 2.232

.759

CG 8
8.50 ±
.534

M:6
F:1

119.00 ± 1.927

PG: Psychomoto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1. Participants

2.2 연 차

본 연구에서 연구 차는 심리운동 경험이 없으

며약물을복용하지않는 상태의 상자를모집한후 보

호자에게 연구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수집하여 연구

의 신뢰성을 확보하 다.

심리운동 재 집단과 통제집단의 모두 사 · 간·사

후의 3번의검사를실시한후실험의결과를비교검증하

는 차를 사용하 다. 2017년 10월 14일부터 2017년 12

월 2일까지 8주동안주3회총 24회기로진행되었으며심

리운동의 1회기의 시간은 60분으로 구성하 다.

2.3 검사도  

본 연구의 심리운동 재 그룹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

성 확보를 하여 윤치연(2004)이 개발한 검사도구인

K-ADHDDS는 검사를통하여동질성검증을실시하 다

[22].

본 연구의 주의집 력 측정은 산화 된 주의집 력

검사도구인 ATA검사를 실시하 다. 5세부터 15세의 아

동․청소년에게 실시 할 수 있으며, 용 소 트웨어를

탑재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각 청각 주의력을 측

정하는 산화된 시스템이다.

ATA 검사는 시각과 청각 두 가지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ADHD 아동의 정 주의집 력을 검사하기 한

검사도구로서주의력( 락오류), 충동성(오경보오류), 정

반응시간, 정반응시간 표 편차, 민감도, 반응기 을 측

정한다[23].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조자의 도움으로 시각

·청각의 주의력( 락오류)와 충동성(오경보오류) 두 항

목을 측정하 으며 각각 15분씩 실시하 다.

2.4 심리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의 용한 심리운동 로그램은 주의집 과

충동억제를 해 Kiphard의 의해 고안 된 6단계 로그

램 구성은 아래 Table 2와 같다.

Step 1 Sense of Balance and Motor activity

Step 2 Halting and Motion control

Step 3 Improving Concentration with Closed Eyes

Step 4 Improving Visuotactile Concentration

Step 5 Overcoming Impulsivity

Step 6 Self-control through Physical Activities

Table 2. Kiphard’s 6-Step Model

각 단계는 4회기씩 총 24회기 실시하 다. Kiphard의

6단계 심리운동 로그램의 구성은 특수체육학 공이며

심리운동 문가 교수 1인과 ,특수체육학 공이며 심리

운동 문가 1인, 심리운동사 1인이 한국심리운동사 회

의 ADHD 심화연수과정을 분석하 으며 수정 보완하여

구성 하 다.

심리운동은 상자 심의자발 참여를유도하기

하여 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창의 아이디어를 극

반 하 다. 한, 로그램을마무리할때는 충분한피

드백 시간을 가지고 심리운동을 용에 따른 감정표

의사소통을실시하 다. 다음회기가진행함에있어서

도 지난회기에 한 표 을통하여아동 스스로 활동을

조직화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 으며 단계별 로그램의

내용은 아래 Table 3과 같다.

2.5 료처리

ADHD 아동의 융합 재인 심리운동의 참여에 따

른시각·청각주의력에미치는 향에분석은 SPSS 2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검증은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2-Way(2×3) RGRM

ANOVA)을 실시하 으며연구의통계 유의수 은 .05

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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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시각집 력  누락  결과 

융합 재 로그램인 심리운동 참여에 따른

ADHD 아동의 시각집 력 하 변인인 락오류 검사에

한결과는아래 Table 4와 같이분석되었다. 시기에따

른 결과는 p=.001(F=161.25)으로 분석되었으며 집단과

시기의 한 상호작용 한 결과는 p=0.049(F=3.375)로

분석되었다. 심리운동 재집단의 상호작용의 사후검증

으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 로 실험집단의

시각집 력의 락오류가 감소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났다.

G 1 2 3 F p

PG
112.37
± 6.90

111.00
± 7.23

111.00
± 7.11 G:.592

T:161.25
G×T: 3.375

.455

.001

.049CG
113.75±
3.37

113.12
± 3.72

112.87
± 3.18

PG: Psychomoto Group, CG: Control Group
G: Group, T: Time, G ×T : Group×Time

Table 4. Results: the omission error 

3.2 시각집 력  경보 결과 

융합 재 고그램인 심리운동 참여에 따른

ADHD 아동의 시각집 력에 하 변인인 오경보오류 검

사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이 분석되었다. 시기에 따른

결과는 p=.001(F=10.31)으로 분석되었으며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 한 분석결과 p=.033(F=3.881)으로 분석되

었다. 상호작용의 사후검증으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통계 인 차에따라실험집단의시각집 력의오

경보오류가 감소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G 1 2 3 F P

PG
112.62
± 6.50

111.25
± 6.71

110.25
± 7.11

G: .094
T:10.31
G×T:
3.881

.764

.001

.033CG
113.75±
3.37

112.25
± 5.37

111.87
± 5.30

G:Group, T: Time, G ×T : Group×Time

Table 5. False Alarm Error in Visual Attention

3.3 청각집 력  누락  결과

융합 재 로그램인 심리운동 참여가 ADHD 아

동의 청각집 력의 하 변인인 락 오류 검사 한 분

석결과는 Table 6과 같이분석되었다. 시기에따른주효

과는 p=.175(F=1.853)로 분석되었으며 집단과 시기의

한상호작용결과는 p=.254(F=1.441)로 나타났다. 통계

인 차에 의하여심리운동 재에따른 분석결과 집단

과검사시기에따른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청각집 력

의 락오류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tep in
Kiphard‘s
Model

Program Goal

1 “Making Pinwheel”: Go around in a circle with both arms open like a rotating pinwheel.
Promote physical
movement

1 “In the Storm”: Balance on a rotating scooter board. Improve balance

2 “Human Curling”: Ride on a scooter board and stop at the desired target. Improve movement control

2
“The White or Blue Flag”:
In response to teacher raising a white or blue flag, children either move or stop.

Improve pause control

3
“I Trust My Friend”: Navigate around circular obstacles by relying on friends by holding
their hands with eyes closed.

improve focus with eyes closed

3
“Like a Zombie”: Try to find his or her friends scattered around the room with eyes
closed.

improve focus with eyes closed

4
“Water balloon Play”:
Taking water balloons falling from above in a basket.

Visuo-perceptual concentration

4
“Dodge the Snowball”:
Dodge a gym ball rolled towards them from the opposite side of the room.

Movement control through
visuo-perceptual concentration

5
Timing Game”: Shout out numbers in an increasing order from 1 to 8 while avoiding two
or more players simultaneously saying the same number

Impulse control and
concentration

5 “From here to There”: A group of two work together to move a ball onto a flat tray. Collaboration

6 “Balloon Soccer”: A group of two work together to score a goal with a balloon.
Collaboration through
self-discipline

6
“Pyeongchang Winter Olympics”:Embody the shape of each Olympic sports and engage
in physical activities like the Olympic athletes.

Sports through sensory
control

Table 3. Psychomotorik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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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 2 3 F P

PG
112.12
± 8.07

111.62
± 8.08

112.00
± 7.98

G: .057
T:1.853
G×T:
1.441

.463

.175

.254CG
114.50±
3.16

114.25
± 2.96

113.87
± 3.09

G:Group, T: Time, G ×T : Group×Time

Table 6. Omission Error in Auditory Attention

ADHD 아동의 청각집 력의 하 변인인 오경보오류

검사에 따른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7과 같이 분석되었

다. 검사 시기에 따른 주효과는 p=.263(F=1.400)로 분석

되었으며 집단과 시기의 한 상호작용의 한 결과는

p=.080(F=2.762)로 나타났다. 통계 인 차에의하여심

리운동 재에따른분석결과검사시기, 집단과검사시

기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청각집 력의 하 요

인인 오경보오류는 통계 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G 1 2 3 F P

PG
112.12
± 7.25

11162
± 7.08

111.12
± 7.98 G: .1.07

T:1.400
G×T: 2.762

.318

.263

.080CG
114.25±
2.65

114.50
± 3.46

114.37
± 7.08

G:Group, T: Time, G ×T : Group×Time

Table 7. False Alarm Error in Auditory Attention

4. 논

본 연구는 융합 재를 기반으로 한 심리운동 로

그램을통하여 ADHD 아동의주의집 력에미치는 향

에분석을통하여융합 재방법의새로운패러다임에

기여함과 동시에 후속 연구를 한 기반을 마련함에 연

구의목 을있다. 본 연구의결과를토 로다음과같은

논의하고자 한다.

먼 , 융합 재를 기반으로 한 심리운동 로그램

의 참여가 시각 주의집 력 주의력에 해당하는 락

오류의감소가실험집단에한하여 정 인 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phard의 ADHD 아동을

한 6단계의 로그램 3단계의 해당하는 시각 집

력 키우기 단계의 용 결과로 단되며, ADHD 아동의

일시 인 시각제어가 산만함이나 주의력에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4]. 심리운동의구성요인과상 요도에 한연구

에서감각⋅지각활동은심리운동의주요요소로제시되

었는데, 이를 통해 심리운동 로그램이 ADHD 아동의

시각 주의집 력 향상에 유용한 재 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25].

둘째, 융합 재를 기반으로 한 심리운동 로그램

의 참여가 시각 주의집 력 충동성에 해당하는 오

경보오류의 감소가 실험집단에 한하여 정 인 향을

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 Kiphard의 ADHD 아동

을 한 6단계의 로그램 5단계의 해당하는 충동

행동극복하기 단계의 용으로 인한결과로 볼수 있으

며, ADHD 아동의 충동 행동의 극복은 원시 감각의

제어와 감각의 통합에 따른 자기조 능력의 향상을 의

미한다는 선행연구 결과[26]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있다. ADHD 아동의충동 행동문제는주의집 을

방해하는 1차 인문제와 동시에 다양한 심리 , 사회

문제를 양산한다. 아동기에 자극에 따른 민감성을 조

하고자극에 한지연 훈련을 통해충동성에 한 정

인변화를기 할수있는데, 본 연구를통해심리운동

로그램이 효과 인 재 로그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융합 재를 기반으로 한 심리운동 로그램

의참여가청각 주의집 력검사에서는실험집단과통

제집단모두에서 락오류와오경보오류의감소에 정

인 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본연구

에서 용한심리운동 로그램의구성에있어서청각

주의집 을 목표로 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운동은 인간의 감각

지각과신체운동성을결합한형태로제시된다[27]. 주변

환경에 한 감각 통합과 자율 인 움직임을 통한 자

기조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청각은 시각과 더불

어외부환경을인식하는주요감각기 하나이다. 심

리운동 로그램의구성에있어서청각 요소가간과되

어서는안될 것임을본 연구를통해 제안할수 있다. 더

불어, ADHD 아동의 청각 주의력은 인지기능과 정서·행

동과 한 련이 있다는 연구[28]와 최근 주의집 력

에있어서청각주의력에 한활발한연구[29]가 진행되

는 만큼 향후 ADHD 아동의 주의집 력과 련한 심리

운동연구에 있어 시각 청각의 주의집 력의 차이에

한 세 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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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언

ADHD 아동을 상으로 한 Kiphard의 6단계의 심리

운동 용에 따른 시각과 청각 주의집 력의 하 요인

락오류와오경보오류반복측정에 한결과를기반

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ADHD 아동의시각주의력의하 요인 락

오류와 오경보오류는 반복측정 결과 실험집단의 시각주

의력의 오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DHD 아동의청각주의력의하 요인 락

오류와 오경보오류는 반복측정 결과 청각주의력의 오류

는실험집단과통제집단모두에서감소하지않으며 정

인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통해, 융합 재를 기반으로한단계 심리운

동 로그램의 용은시각주의집 력에 정 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청각 주의집 력은 단계 심

리운동 로그램의 용으로 정 변화가나타나지않

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ADHD 아동을 상으로 한 Kiphard의 6단계의

심리운동 로그램 단계 구성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주

의집 력의효과의 한검증과후속연구가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다 효과 인 심리운동 로그램의 구

성에 한 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ADHD 아동의 주의집 력에 한 연구를 토

로 주의집 력의 향상에 따른 심리·정서에 미치는 향

에 한다각 근과 융합 재의후속 연구가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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