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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동작놀이를 통한 정신지체 아동들의 신체움직임 변

화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특수학교 정신지체 아동 6

명을 대상으로 동작놀이 프로그램을 한 달간 주1회 1시간씩 5

회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학습능력, 

학습태도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신체영역 중 놀이, 행동, 운동

성의 능력이 발달되었으며 사회영역 중 자기감정에 따른 표현

이나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과 표현활동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examine the effect of motion 

play on the change of the body movement of a mental 

disabled child. The motion play program was performed 

by 5times, 1 hour/week for 6 mental disabled children in 

a special school. As the result of study, there was 

difference in learning capacity and learning attitude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disability but it was 

noted that the capacity of play, behavior and motility of 

the physical areas was developed, and the capacity 

related with expression depending on self-emotion, 

positive aspects of the self and expression activity was 

improved among social area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장애아동들에게 신체활동 즉, 동작놀이는 신체 활동량

을 높임으로서 상상력을 유발시키고 정서의 순화와 다양

한 경험을 통해 풍부한 감수성을 길러주며, 나아가 신체

적 정신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특

히 무용은 몸의 움직임을 통하여 신체활동능력을 발달시

키고 사회적으로 협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신지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작놀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후 신체움직임의 변화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예술강사 수업을 참여하는 정신지체 아동 6명을 선정

하였다. 특수교사와 담당교사는 본 연구자의 목적에 전적

으로 동의하고 수업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방법과 참여자 특성을 다음과 같

다.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구분 참여자 성별 나이

경기도 내 

특수학교
JSH 남 12

경기도 내 

특수학교
LSH 남 12

경기도 내 

특수학교
LJH 남 12

경기도 내 

특수학교
LSJ 여 12

경기도 내 

특수학교
SJH 남 12

경기도 내 

특수학교
CSH 남 12

2. 적용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동작놀이 프로그램이 적용될 때 나타나

는 정신지체 아동들의 신체움직임 변화에 대한 과정을 파

악하고 적용결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의 한 유형인 문화기술적 연구(Ethnograph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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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핵심도구는 면담과 

지속적인 관찰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내용은 특수학교 교육과정, 동작놀

이 활동 자료집을 통해 정신지체 아동들의 흥미와 요구의 

적절한 활동 요소들을 파악한 후, 김진호[3]의 연구에서 

제공된 동작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적용시켰다. 참여자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선행연구 프로

그램의 보완될 부분을 수정 후 참여자들에게 다시 적용함

으로서 참여자들의 신체움직임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무

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참여관찰, 담당교사와의 면담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선행연구의 동작놀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2. 동작놀이 프로그램

회기 활동명 활동자료 동작요소

1
달팽이
움직임

상자로 만든 
작은 박스, 음악

시간과 
공간, 
속도

2
세탁이

움직임

세탁기 그림, 

음악

공간과 

시간

3
나비의

한살이

나비 날개 꽃,  

음악

공간과 

시간

4
팝콘의 

움직임

팝콘 제작 

동영상

공간과 

시간

5
나무 

표현
나무 그림, 음악

공간과 

흐름

Ⅲ. 결과

  정신지체 아동들의 익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흥미와 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동작놀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표현을 전달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찾고자 움직임의 능동적

인 표현변화로 나타났다. 둘째, 모방활동을 통해 정신지

체 아동들의 신체움직임과 표현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정신지체 아동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의 교구와 내용을 통해 아동들의 신체움직임 표현력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정신지체 아동들의 

신체움직임과 표현력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김길원, “초등학교 표현활동 수업”, 한국교원대학교 교

육대학원

[2]김윤영, “학습난이도 조절이 정신지체아동의 비 학습

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인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3]김진호, “통합교육 장면에서 동작활동 놀이를 통한 정

신지체 아동의 신체표현력 변화”, 공주대학교 교육대

학원 초등특수교육전공

[4]강솔잎, “무용 활동이 자폐아동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5]고동완, “무용/동작치료가 정신지체인의 정서표현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

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