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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배구 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체력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체력과 주의집중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배구 프로그램의 실험집단 
대상을 주 3회 90분씩 12주간 총 36회 적용하였으며 체력과 주의집중력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APS-D 지적장애
학생용 검사 및 주의집중력에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TA 주의집중력 검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배구 프로그램
에 참가한 지적장애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지적장애 학생보다 심폐기능에 6분 걷기의 수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참가한 지적장애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지적장애 학생보다 근기능과 관련된 윗몸 말아 올리기, 유연성과 관련된 
윗몸 앞으로 굽히기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순발력에 관련된 제자리멀리뛰기에서 유의한 차이가가 나타났다. 또한 
선택적 주의집중력 향상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통제력, 지속적 
주의력 변화, 선택적 주의력 변화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지적장애, 배구, 체력, 주의집중력, 프로그램

Abstract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s of volleyball programs on the fitness and 
attention-intensive abilitie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middle school. Physical strength 
and attention concentration were analyz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volleyball program. The 
volleyball program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three times a week, 90 minutes a week, a 
total of 36 times for 12 week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hysical strength and attention 
concentration, the PPS-D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 test and ATA concentration test were us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ttention concentration The six-minute walking figure related to 
cardiopulmonary functions was improved compared to thos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volleyball program, the report showed. We can see improvements in muscular 
function-related sit-ups and flexibility-related sit-ups compared to thos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did not participate, and significant changes have been seen in the distance of the place-wide jump 
related to net worth. We could also confirm tha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selective attention concentration, and that the change in self-control, continuous attention, and 
selective atten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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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2019 특수교육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92,958명(10개 장애영역) 중 49,624(53.4%)
명이 지적장애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를 차지하고 있으
며, 일반학급으로 확정해서 살펴보면 71.6%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통합학급 및 특수
학급에 재학하고 있다[1]. 특히, 체육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기능중심적인 과목으로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
의 궁극적인 통합체육 교육으로써 실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과로 보고되고 있다[2, 3]. 어려운 일반체육활동 
등이 무계획적이며, 지적장애 학생들 모두에게 적용하여 
체육교육의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4]. 현행 체육
교육과정은 인기 스포츠 종목들로 구성되어 지적장애학
생들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종목에 체험 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운동기회와 경험
의 부족과 낮은 신체적·인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지적장
애 학생 모두가 이러한 종목에 복잡한 규칙과 운동기능
을 익히는 것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자
연스럽게 소외되고 있는 지적장애학생들에 대한 비장애
학생들이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지적장애학생들이 통
합체육 수업에서 참관 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5,6].

내가 조심하고자 하는 것을 변별하는 선택주의력과  
산만해하는 자극이 억제되는 통제력을 조심하여야 하는 
대상에 주의의 지속성 등이 필요하다[7]. 중학교 지적장
애학생을 대상으로 체력과 주의집중력의 운동 프로그램
을 관련시켜 선행으로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8]은 감
각운동프로그램을 지적장애 청소년에게 적용했을 때 주
의집중력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9]는 
보체 프로그램을 발달장애학생에게 적용하였을 때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7]은 디스크 골프의 프로그램을 
지적장애학생에게 적용하면 주의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10]은 단체줄넘기 활동 등에서 언어적과 
시각적 및 신체적 과제제시에서 지적장애 청소년의 주의
집중과 민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무
용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소년 주의집중력과 신체
표현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11,12].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긍정적으

로 변화 할 수 있음을 보고자했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13]은 태극권 운동이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충동성 감
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14]는 지적장애 학생 
대상으로 수중운동을 한 후 정서행동 변화를 분석하여 
충동성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고, 음악줄넘기의 운동프
로그램에서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및 긍정
적 영향이 있다는 [14]의 연구와 맥락을 함께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배구 프로그램과 지적장애학생이 관련
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체력 및 주의집중력에 관련
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플라잉 디스크 골프 프로그램 
및 플로오볼 프로그램의 경우는 기구를 손에 잡고 하는 
운동이지만 장애학생들의 몸을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 정
한 배구는 내 몸을 움직여 공을 받고 뛰고 점프하며 넘어
지는 운동으로 장애학생들의 기본체력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
었다. 본 연구 목적은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의 배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적장애학생의 중
학교 학생들의 체력 및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배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현장
에서 특수체육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가 지적장애 학생들
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기획·운영에 많은 도
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중학교 특수학급 지
적장애 학생으로 1학년에서 3학년 10명의 학생 중 실험
집단 5명과 통제집단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배구 프로
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체력과 주의집중력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집단 5명과 통제집단 
5명을 선정했으며, 독립변인은 배구 프로그램이고 종속
변인은 체력과 FAIR 주의집중력 검사를 통해 배구 활동
의 전·후 2회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학생으
로는 중학교 특수학급 방과 후 활동으로 배구를 희망하
는 신체활동에 자유로우며 교사의 언어적 지시를 듣고 
스스로 행동하는 학생들로 체계적인 배구 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배구 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체력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177

content
Sortation

Personnel
N

age
M±SD

IQ
M±SD

SQ
M±SD

experime
ntal group 5 15.30±0.42 32.40±2.53 41.90±5.8

control 
group 5 15.40±0.49 32.20±2.9 42.10±5.11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Targets

2.2 연구절차
2.2.1 사전검사
본 연구는 배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알기 위해 사전검사를 2019년 3월 
7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중학교 지적장
애학생의 체력과 주의집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PAPS-D 검사유형을 수정한 지적장애 검사유형과 FAIR 
주의집중력 검사를 활용해서 점수화를 하였다.

2.2.2 적용프로그램
본 연구의 배구 프로그램은 2019년 3월 11일에 시작

해서 2019년 5월 31일 12주 동안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은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주3회 90분씩 총 36회의 배
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12주의 실험기간 
동안 배구 활동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 또한 12주간의 배
구 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심폐기능, 근기능, 
유연성, 순발력, 선택적 주의력, 자기통제력, 지속적 주의
력의 변화와 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주의력집중
과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2.3 사후검사
본 연구의 배구 프로그램은 2019년 3월 11일 시작해

서 2019년 5월 31일 12주간에 실시하여 본 연구 사후검
사는 2019년 6월 3일에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배구 프로그램 적용한 후에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배구 프로그램
본 연구는 배구 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체

력 및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험집단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12주 집단은 실험기간
에 배구 활동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배구 프로그램은 중학교 체육교과서, 배구 관련 지도
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배구 프로그램 지도서를 기초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을 생활체육 배구 지도자 2명과 배구
지도자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 1명이 감수하였다.

2.3.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체력 및 주의집

중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5]의 연구에서 사용된 
PAPS-D 검사유형을 수정한 지적장애 검사유형을 사용
한다. 체력 측정 항목은 심폐기능(6분 걷기), 근기능, 유
연성, 순발력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의집중력 검사로는 
FAIR주의집중력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FAIR주의집중력 
검사는 ‘Frankfrter Aufmersamkeits Inventr'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16]의 번안하고 표준화한 검사이다. 
FAIR 주의집중력의 검사지는 Cronbach's alpha 계수 
항목에 .90∼.95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3.3 자료처리
본 연구 자료처리는 배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중

학교 지적장애학생의 체력 및 주의집중력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PAPS-D 검사유형을 수정한 지적장애 검사유
형과 FAIR 주의집중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분
석하였으며. 배구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차 이 검증을 
이원반복분산분석(two-wayrepeated measures ANOVA)
과 대응표본(PairedSampl)t-test를 실시하였다. 측정된 자
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SPSS 23.0Version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해 산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자료에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3. 실증분석
본 연구는 배구 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의 

체력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하위변인
별 차이 검정을 위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들
을 토대로 연구목적을 규명하고,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심폐기능에 미치는 효과
배구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집단별 

참여와 검사 시기에 심폐기능 향상의 긍정적 변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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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한 PAPS-D <6분 걷기> 하위 
영역의 이원반복분산분석 검증 결과 Table 2와 같다.

Variable
experi
mental 
group
(n=5)

control 
group
(n=5)

F

cardiopul
monary 

functions

Dictio
nary

317.87
±74.99

319.10±
72.05

Period        18.76***

Group        0.002
Period×Group 

42.88***

after 
death

322.80
±74.89

318.40±
72.36

***α<.001

Table 2. Six Minutes Walk Two-Return Analysis Results

배구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의 심
폐기능에 대한 집단별에 대한 시기별로 이원반복분산분
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개체 내 시기(F=18.76 α < 
.001), 시기 ×집단(F=42.88, α < .001)는 유의하게 차이
가 있으며, 집단(F=0.002, α > .05)은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의 6분 걷기
의 검사결과에서 사전검사는 통제집단에 비해 6분 걷기 
거리가 짧았지만 6분 걷기 사후 검사는 통제집단에 비해 
6분 걷기 거리가 늘어난 결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배구 프로그램은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의 심폐기능 향
상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흥미와 재미있는 요소들을 더하
고 중학교 지적장애학생들의 수준과 특성 등에 적합한 
난이도를 구성해서 배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배구 프
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학생(실험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지적장애학생(통제집단)과 비교하여 
PAPS-D를 통해 심폐기능(6분 걷기), 근기능(윗몸 말아 
올리기),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유연성(윗몸 앞으로 굽
히기)등의 체력요인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체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 효과가 나타났으
며, 지적장애 학생의 체력과 선택적 주의력, 자기 통제력, 
지속적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배구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배구 프로그램이 운동량이 많은 농구와 축구 및 배드
민턴과 같은 종목들과도 뒤쳐지지 않는 강도 높은 종목 
중의 하나로 유산소 운동효과에도 배구는 탁월한 종목이
다. 본 연구의 배구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도 기초토스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위치와 파트너를 바
꾸면서 연습하고 배구 코트를 넓게 사용하는 등 학생들

이 계속적으로 걷고 달리며,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이 만
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참가한 모든 학생의 심폐기능이 
향상되었다. 

3.2 근기능에 미치는 효과
배구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집단별 

참가와 검사 시기의 근기능 향상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
가를 확인하고 실행한 PAPS-D <6분 걷기> 영역의 이원
반복분산분석 검증 결과 Table 3과 같다.

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의 근
기능의 집단별에 대한 시기별로 이원반복분산분석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개체 내 시기(F=34.51 α < .001), 
시기 ×집단(F=45.49, α < .001)은 유의하게 차이가 나
타났고, 집단(F=0.070, α > .05)은 유의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experimen
tal group
(n=5)

control 
group
(n=5)

F

Muscle 
function

Dictionar
y

17.65±
6.11

18.55±
6.18 Period      34.51***

Group    0.070
Period×Group

 45.49***

after 
death

20.67±
6.74

18.47±
6.23

***α<.001

Table 3. Results of double recombination analysis to roll 
up the seat

배구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의 모
두 윗몸 말아 올리기와 걷기 검사결과에서 사전검사는 
통제집단에 비해 모두 윗몸 말아 올리기 횟수가 낮았고, 
사후 검사는 통제집단에 비해 모두 윗몸 말아 올리기의 
횟수가 상향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배구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학생들의 근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 윗몸일으키기는 운동능력에서 높
게 향상되었다는 [17]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공놀이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서 지적장애 학생의 근지구력의 
요인인 윗몸일으키기에서도 유의하게 향상을 보인 [18]
의 연구와도 그 결과가 일치한다. 더불어 일정한 저항에 
반복적 동작 수행에 근섬유가동 협응력를 높게 향상시키
고, 근지구력이 발달된다는[19]의 연구를 지지한다.

3.3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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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의 검사 시기에 유연성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
는가를 확인하고 실행한 PAPS-D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하위 영역의 이원반복분산분석 검증 결과 Table 4와 같다. 
개체 내 시기(F=12.10 α < .01), 시기 × 집단(F=22.29, α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집단(F=0.011, α > 
.05)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experimen
tal group
(n=5)

control 
group
(n=5)

F

Flexibility
Dictionar

y
-3.36±

6.64
-3.23±

6.71 Period          12.10***

Group          0.011
Period×Group

 22.29***

after 
death

-2.60±
6.61

-3.34±
6.81

***α<.001

Table 4. Bend forward of the upper body Two-Way 
Reversal Analysis

배구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윗몸 
앞으로 굽히기 및 걷기 검사결과에서 사전검사는 통제집
단에 비해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정도가 낮았고, 사후 검
사는 통제집단에 비해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정도가 향
상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배구 프로그램
은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의 유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운동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유연성
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20]과 같은 맥락에서 배구 프로그
램에서 끝없이 걷고 달리며 움직였던 참가자에게 자연스
럽게 유의미하게 유연성에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배
구프로그램의 회수가 많이 될수록 참가자 모두 좋은 자
세를 유지하고 자연스럽고 안정된 동작으로 운동에 참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위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학
교 지적장애학생의 배구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유연성 
등의 변화에 관련해 특징적 내용을 시사한다. 유연성 향
상 위해서 가장 높게 활용되고 있는 스트레칭 동작이며 
연구에서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PAPS-D의 윗몸 앞
으로 굽히기에 스트레칭 동작에서 하나인 허리 굽혀 발
끝잡기가 유사하므로 배구 프로그램의 운동시작 전·후에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의 스트레칭으로 적용 하였던 점 또
한 유연성의 향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4 순발력에 미치는 효과

배구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집단별 
참여 및 검사 시기에 순발력 향상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
가를 확인하고 실행한 PAPS-D <제자리멀리뛰기> 하위 
영역의 이원반복분산분석 검증 결과 Table 5와 같다.

배구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순발
력과 집단별에 관한 시기별로 이원반복분산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개체 내 시기(F=15.65 α < .01), 시
기 × 집단(F=30.47, α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고, 집단(F=0.061, α > .05)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Variable
experimental 

group
(n=5)

control group
(n=5) F

Alacrity
Dictionary 77.00±

30.93
76.81±
28.97 Period       15.65**

Group        0.061
Period×Group

 30.47***

after 
death

81.85±
30.27

76.21±
28.61

***α<.001

Table 5. Analysis of Two-Way Reversal Distributions for 
Long-Term Junction

배구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적장애 학생들의 제자리멀
리뛰기 걷기 검사결과에서 사전검사는 통제집단에 비해 
제자리멀리뛰기 거리가 짧았지만 사후 검사는 통제집단
에 비해 제자리멀리뛰기 거리가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배구 프로그램은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순발력 향상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구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에 대한 흥미 및 관심을 유
발해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
으며, 배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몸의 움직임과 준비 및 
정리체조 등에서의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반복적하며 
진행하고 운동부족을 인해 장기간 경직되었던 몸의 근육
들을 이완하며 유연성을 향상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순발력이란 근력을 기초로 하여 최소의 시간에 최대 
힘을 내는 신체능력을 의미하며 순발력의 대표적인 측정
법으로는 제자리높이뛰기, 제자리멀리뛰기, 계단 뛰기, 
수직높이뛰기 검사 등이 있다[21]. 커뮤니티 스키핑 프로
그램 등에 참여한 지적장애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집
단에 비해 제자리멀리뛰기 수행력이 상향하였다는 연구
[22]와도 결과가 일치한다.

배구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 토스와 공격의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체중을 실어야하며 몸의 중심이동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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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며, 페인팅 동작과 방향 전환하는 등의 공격과 
수비 장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여,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힘을 내는 신체능력 및 순발력은 배구 종목의 성격을 가
장 잘 표현하는 체력 요인이라 볼 수 있다.

3.5 선택적 주의력 변화
12주 배구 프로그램 실행 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선

택적 주의력 변화는 Table 6과 같다. 

Variable Group N Dictionary after death t p

capacity 
dimension

experimen
tal group 5 53.0±

25.79 61.70±21.1 -2.610 .027
control 
group 5 53.88±25.

79 54.32±25.87 -.275 .786
*p<.05

Table 6. selective attention change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53.0±25.79이고 
사후검사로는 61.70±21.1로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로는 사전검사에서는 53.88±25.79이고 사후검사로
는 54.32±25.87로 별다른 큰 차이가 없었다. 실험집단
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종속 t-test결과 p=.0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구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던진 배구공을 받고 연구자
가 던져주는 배구공을 받는 과정 속에 배구공을 받기 위
해 공을 집중하여 쳐다봄으로써 향상된 결과라 할 수 있
다. 또한 공중에 떠있는 배구공을 손에 맞추기 위해서 배
구공이 손에 닿기 전까지 공에 시선을 집중하고 서브를 
넣을 때 배구공이 손에서 떨어져 반대 손에 닿기 전까지 
공에 시선을 집중함으로써 향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3]의 연구 중 지적장애학생에게 
감각통합훈련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선택적 주의력
이 향상되었으며 [8]의 감각운동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
생들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결과에서 선택적 주의력이 
향상되었고 [24]의 평균대 운동프로그램도 지적장애학생
의 주의집중력을 향상시켰으며 [25]는 지적장애학생에게 
볼링훈련을 통해 실시한 결과는 고정되어있는 물건 등을 
집중해서 보기 및 움직이는 물건 집중해서 보기의 시간
이 증가된 것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6 자기 통제력 변화
12주 배구 프로그램 진행 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간

의 자기 통제력 변화로는 Table 7과 같다. 

Variable Group N Dictionary after 
death t p

Quality 
control 
number

experimen
tal group 5 0.54±0.10 0.62±0.13 -2.591 .028*
control 
group 5 0.54±0.19 0.55±0.9 .377 .716

*p<.05

Table 7. self-control change

실험집단의 경우로는 사전검사에서는 0.54±0.10에
서 사후검사로는 0.62±0.13로 증가하였으며, 통제집단 
경우로는 사전검사에서는 0.54±0.19에서 사후검사로는 
0.55±0.9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실험집단의 프로그
램 참여 전과 후의 종속 t-test결과 p=.028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7 지속적 주의력 변화
12주 배구 프로그램 진행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지속적 주의력 변화는 Table 8과 같다. 
배구 프로그램에서 줄에 묶어 늘어뜨린 배구공과 손바

닥에 정확하게 맞추는 반복연습과 배구공이 손목 위에 정
확히 맞아야 포물선으로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많은 반복
연습을 통하여 자기 통제력이 향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6]의 지적장애학생들의 시지각 운동에 적용한 결과
의 주의집중력이 향상된 것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배구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배구 프로그램에서 스스
로 손을 이용하여 배구공 튀기기의 반복연습과 연구자와 
함께 토스를 통해 배구공 주고받기 및 네트 넘기기 등 운
동을 통해서 지속적 주의력이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다. 

실험집단 경우 사전검사는 32.07±23.37에서 사후검사
는 39.28±18.74로 증가하였으며, 통제집단 경우 사전검사
는 32.48±27.11에서 사후검사는 32.50±25.70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실험집단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종속 
t-test결과 p=.0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구 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체력과 주의

Variable Group N Dictionary after death t p
continuity 
dimensio

n

experimen
tal group 5 32.07±23.

37
39.88±18.

74 -2.315 .045*

control 
group 5 32.48±27.

11
32.50±25.

70 .125 .901
*p<.05

Table 8. continuous atten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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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의미가 있으며, 중재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이러한 배구 프로그램의 적
용은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체력과 주의집중력 뿐만 아
니라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며 자존감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볼 수 있겠다.

4. 결론
본 연구는 12주의 배구 프로그램 적용이 중학교 지적

장애학생의 체력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특수학급 1
학년∼3학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5명과 통제집단 5
명을 선정하여 배구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
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체력과 주의집중력에 의한 결과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에게 배구 프로그램을 적용시켰
을 때 체력과 주의집중력에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첫째,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배구 프
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둘째, 배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체력
과 주의집중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배구 프로그램은 실험
집단을 대상자로 하여 주 3회 90분씩 12주간 총 36회 
적용하였으며 체력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PAPS-D 지적장애 학생용 검사와 주의집중력에 대한 효
과성 검증을 위해서 ATA 주의집중력 검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을 위해서 자료처리와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원반복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
해서 나타난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구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
이 참가하지 않은 지적장애 학생들에 비해 심폐기능과 
관련된 6분 걷기 수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구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
이 참여하지 않은 지적장애 학생들에 비해 근기능과 관
련된 윗몸 말아 올리기 개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구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
이 참가하지 않은 지적장애 학생들에 배해 유연성과 윗
몸 앞으로 굽히기의 수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구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
과 참가하지 않은 지적장애 학생 모두 순발력과 관련된 
제자리멀리뛰기 거리에서 유의하게 변화가 나타났다.

다섯째, 배구 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자기
통제력 주의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배구 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지
속적 주의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배구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선택적 주의
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보인 몇 가지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배구 프로그램 적용기간 동안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체력의 발달과 주의집중능력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기간에 개개인의 체력 운동수행 수준을 고려
해 개별화해서 배구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면 그 만족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학교 지적장애학생들로만 대상을 한정하여 배
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앞으로는 중학교 지적장애학
생에 국한된 프로그램이 아닌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다양
하게 모든 장애유형을 가진 학생들에게 참여 가능한 배
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본 연구의 배구 프로그램을 수
정 및 보완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그 효과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를 해 본다.

셋째, 배구 프로그램을 팀의 위주로 실행하는 후속 연
구가 진행된다면 지적장애 모든 학생들이 팀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책임감도 생기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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