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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발달지연 유아는 중추신경계의 신경학적 미성숙으로 인해 감
각통합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발달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는다.1-2) 그 중 발달지연 유아의 운동발달을 살펴보면 발
달지연 유아는 신체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일반 유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균형, 민첩성, 연결 동작, 정교성이 미숙한 특
성을 지닌다.3) 또한 낮은 근 긴장도, 구강-운동 장애, 반복된
움직임, 실행 장애와 같은 비정형의 양상을 나타내거나 표준
화된 운동 평가에서 지연된 범위를 나타내는데 특히 과제의
복잡성이 증가할 때 지연된다.3-4) 이러한 운동 능력의 저하는
자신의 연령에 맞는 일상생활이나 학습능력, 사회성을 성취하
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5)
운동발달과 더불어 발달지연유아에게 수반되는 대표적인
http:dx.doi.org/10.17817/2019.06.04.111409

증상으로 시지각 장애를 들 수 있다.6) 발달과정에서 시지각에
문제가 발생하면 입기, 먹기, 쓰기, 읽기, 사물의 위치 파악
등의 일상생활 활동, 교육, 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교과 학습 준비 기능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학습 능력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7) 그러므로 시
지각 발달에 대한 치료는 발달지연 유아의 학습능력 뿐만 아
니라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발달지연 유아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하여 대표적인 접근법으로 감각통합치료접근법이 있다. 서투
름, 언어의 미숙, 운동력이 부족한 발달지연 유아에게는 발달
을 촉진시키고 이 후 생활을 독립시키기 위한 조기 중재가 필
요하며 조기 중재의 한 방법으로서 감각통합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통합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8) 타인과의 상호
작용 또한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9) 이러한 치료에 근
거하여 박재국 등(2006)이 운동능력 측면에서 발달장애유아 3
명을 대상으로 감각통합훈련을 한 결과 자세모방과 양측 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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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력 등의 운동능력에 모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시지
각 측면에서는 김현호 등(2011)이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23명
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전정 중심의 감각통합치료가 안구진탕,
11)
시지각, 균형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발달지연 유아는 속도와 달성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유
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발달지연 유
아 역시 유아기 발달과제의 성취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발달
성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활동
중심의 구체적인 감각통합치료를 발달지연 유아에게 실시하였
을 때 운동 및 시지각 발달에 미치는 변화를 알아보고, 나아
가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는 치료사들의 치료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의 L센터와 N어린이집
에 다니고 있는 4세 7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2018년 8월 30

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소아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발달지연으로 진단
받은 유아, (2) 연령이 만 5세 이하인 유아, (3) 독립보행이
가능한 유아, (4) 검사자의 간단한 단문 수준의 언어적 지시
를 이해할 수 있는 유아, (5) 감각통합 치료를 4개월 이상 꾸
준히 받을 수 있는 유아, (6)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
여에 서면 동의한 보호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중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재도구인 감각통합훈련 프로그램은 감
각통합의 기초요소인 전정감각, 촉각, 고유수용성감각을 정상
화시키고, 균형, 근지구력 및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6 가지 영역 중 본 연구주제에 적
합한 대동작 운동(gross motor), 소동작 운동(fine motor) 2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계획하였다. 감각통합의 발달과정과 발
달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동작 운동과 소동작 운동을 유아
가 여러 번 반복하여 연습하면 쉽게 수행할 수 있거나 비교적
성취하기 쉬운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활동의 난이도를

Table 1. Characteristics of Child)
Items

Dignosis

Contents

Developmental delay

Age

4 years and 7 months (55 months)

Sex

Girl

Intelligence
Sensory profile Ⅱ

K-WPPSI-IV 65
Problems in social emotional response and attention reaction items related to body positi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sensory information processing

Denver Development
Screening Test(DDST)

Personal - social development: about 3 years 3 months
Fine motor and adaptation development: about 3 years old
Language development: about 3 years 3 months
Motor development: about 2 years 9 months

Korean Development Test
of Visual Perception 2
(K-DTVP 2)

Unusual Visual perception : insufficient (71 points)
Motor - Reduced Visual perception : Insufficient (78 points)
Visual-motor integration: very low (67 points)

Korean Child Development Gross motor : total of 8 items, The part indicates 'I can not do it' or 'I can not do it at all'
Reviews(K-CDR)
Finer motor : Total of 8 items, The part indicates 'I can do it' or 'I can not do it'
Other

- Very distracting and busiest, going around the treatment room.
- I like sticking to specific characters (Pororo) and enjoy playing with sketchbook etc.
- Tongue-tinged or mislabeled, and tendency to constantly talk about situations regardless of
situation
- Various gross motor activities such as raising and lowering a ladder, jumping a pair of shoes,
swinging, throwing a ball are inadequate compared to their age and need help
- Visibility functions such as drawing simple shapes and tracing show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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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구성하였다. 전체 감각통합치
료 20 회기 중 5 회기 단위로 4 단계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
며 프로그램 적용 시 각 단계별 활동 목표는 동일하나 1단계
는 1~5 회기, 2 단계는 6∼10 회기, 3 단계는 11∼15 회기,
4 단계는 16∼20 회기별로 활동을 나누어 시행하였다. 감각통
합프로그램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동개입이 감소되는 항목은 공간위치, 도형-배경, 시각통합, 형
태항상성의 4 개의 항목이고, 운동개입이 향상되는 항목은 눈손 협응, 따라 그리기, 공간관계, 시각-운동 속도의 4 개 항목
이다. K-DTVP-2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 개 하위 검사 항
13)
목의 경우 .83~.95, 종합척도의 경우 .94~95이다.
(2) 브리닉스 오세레스키의 운동평가 Short BOT2(Short

3. 측정도구
(1) 한국판시지각발달검사(Korean Development Test of
Visual Perception : K-DTVP-2)
한국판시지각발달검사(K-DTVP-2)는 개인별 검사로, 만 4 세
부터 8 세 아동의 시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검사시간은 30 분에서 1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 검사는 총
8 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동개입이 감소되는
항목들과 운동 개입이 향상되는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운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를 기초로
Bruininks(1987)에 의해 확대·개발된 검사도구이다. 대상은 4
세 6 개월~14 세 6 개월 일반아동 및 지적장애 아동의 대·소
근육 영역의 운동능력을 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아동의 발
달과 교육에 관한 평가뿐만 아니라 직업, 사회, 임상 분야에서
아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검사도구로 알려져 있

Table 2. Sensory Integration Program
Stage

Activity Goal

Session

Stage 1 * Gross motor
1) Two or three footprints in a pair.
2) Raise your arm above your head in a standing posture and throw the ball forward for more
than 2 meters.
* Fine motor
1) Color in the picture of the coloring book.
2) Squares and circles are scissors.
3) If you show a triangle drawn, you draw a triangle (you have to draw without showing a
demonstration of the drawing process).

1

Stage 2 * Gross motor
1) Set the ball rolling.
2) If you throw a tennis ball at a distance of 2 meters, hold it with both hands.
3) You can jump over the line that is under the knee.
* Fine motor
1) Pile up the pyramid shape.
2) Imitate a simple car shape.

6

2
3
4
5

7
8
9
10

Stage 3 * Gross motor
1) Take one step at a time without taking anything and go down the stairs.
2) You can jump over the line that is under the knee.
* Fine motor
1) Let your thumb and four other fingers touch each other.
2) Follow the same point as the picture shown.

11

Stage 4 * Gross motor
1) You can jump over the line that is under the knee.
2) Take one step at a time, without taking anything, and go down the stairs.
3) Jump rope once.
* Fine motor
1) Write down the name of the child and follow the name of the person who wrote it (the size or
order of the letters may have changed or turned over)

16

12
13
14
15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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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다.
BOT2의 신뢰도는 하위검사 항목의 내적 일치도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에서 .70~.80, 하위 검사
항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69~.70, 검사자간 신뢰도 중
조작 협응력, 신체 협응력, 근력과 민첩성에서 .98~.99, 미세
한 소근육 운동 조절에서 .92 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도구
4)
의 신뢰도 Cronbach-α 값은 0.996 이었다.

III. 결 과
1. 운동발달의 점수 변화
Short BOT2로 평가한 결과 중재 전 8 점에서 중재 후 18
점으로 10 점 증가하였다<Table 3>.
(1) 프로그램 단계별 운동 발달 변화

4. 연구 절차
(1)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18 년 8 월 21~24 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였
으며, 동년 8 월 28, 30 일 사전 검사, 9 월 4 일부터 11 월
2 일까지 중재 시행, 2018 년 11 월 6 일, 8 일 사후 검사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총 20 회기 동안 전반적인 운동발달 변화와 관련 지
어 Short BOT2의 검사결과와 행동관찰을 통해 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유아는 20 회기 중재 후 제자리 점프하기, 스스로
계단 3 개 내려오기, 던져준 공 받기와 같은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사후 검사 항목 중 비슷한 활동으로
공 떨어뜨려 튀어 오른 공 잡기(두 손)와 한 발로 뛰기 항목
의 점수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Table 4).

(2) 중재 시행

감각통합치료를 유아가 다니고 있는 사설 치료센터에서 주
2~3 회 총 20 회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
은 2014 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과학회에 의해 개발된 한
국판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와 Ayers의 감각통합이론을
근거로 하여 감각통합의 중심요소인 전정감각, 촉각, 고유수용
성감각을 바탕으로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신체활동을 포
함하여 적합하고 유연성 있게 미리 계획하여 수행하였다. 감
각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감각통합의 1 ∼ 4 차 수
준의 발달을 고려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차 수준은 전정
감각과 고유수용감각은 서로 통합하여 눈 운동, 자세 유지, 신
체적 평형을 유지한다. 2 차 수준은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
성 감각의 통합을 통하여 신체지각, 신체 양측의 조절, 운동기
능 계획, 주의집중, 활동 수준의 조정과 정서적 안정에 관여한
다. 3차 수준에서는 정확하고 자세한 시지각으로 손과 눈의
협응 동작을 할 수 있다. 4 차 수준이 되면 모든 것이 함께
기능하여 집중력, 자기주장, 자기 통제가 생기게 된다.8) 감각
통합치료 기간과 시간 선정은 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국내와
국외 감각통합 선행연구들의 치료기간(10~20 주) 및 치료시
간(30~60 분)을 근거로 하여 정하였다.16-17) 치료기간은 주 3
회 9 주 동안 중재시간은 40 분으로 30 분은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고 나머지 10 분은 착석하여 대동작과 소동작 활동을
치료사와 1 : 1로 진행하였다.
5.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사전검사 및 중재 후 유아의 운동발달 능력 및 시
지각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Short BOT2,
K-DTVP2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비교하였다.

2. 시지각 발달의 점수 변화
대상자에게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고 시지각 발달의 변화를 평
가하기 위하여 K-DTVP-2로 평가한 결과 세부항목의 중재 전
118 점에서 중재 후 187 점으로 증가하였다. 운동-감소 시지
각 영역의 세부항목인 공간 위치는 2 점에서 8 점, 도형-배경
은 4 점에서 6 점, 시각통합은 2 점에서 3 점으로 향상되었으
며 형태항상성은 4 점에서 4 점으로 점수 변화가 없었다. 시각
-운동 통합 영역의 세부항목인 눈-손 협응은 91 점에서 143
점, 따라 그리기는 2 점에서 4 점, 공간관계는 6 점에서 11
점, 시각-운동 속도는 7 점에서 점으로 향상되었다(Table 5).
(1) 프로그램 단계별 시지각 발달 변화

프로그램 총 20 회기 동안 유아는 시지각 발달 변화에서 중재
후 목표한 점 잇기, 선 따라 그리기, 따라 그리기와 같은 활동
에서 향상된 점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검사항목
의 결과와 행동관찰을 통해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Short
BOT2의 비슷한 활동인 길 따라 선 긋기-구부러진 길, 네모
모사하기와 시지각 평가 항목 중 눈-손 협응, 공간관계, 공간
위치의 점수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Table 6>.

Ⅳ. 고 찰
본 연구는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활동 중심의 감각통합치료를 9주 동안 실시하였을 때 중
재 전·후의 운동발달과 시지각 발달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중재 후 유아의 운동발달
의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4 개의 영역 중 미세한 소근육 운동
조절 영역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시지각 발달 평가의 점

22 ∙ A Case Study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y with Physical Activities Based on Developmental Stages for Motor and Visual Perception Development in a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박소영, 이선일, 마성룡

Table 3. Short BOT2 Pre- and Post-test Results)
Area

Sub-area

Fine motor precision
Fine motor
control

Fine motor
integration

Detail area

Drawing lines through path-crooked

7

1

2

Folding paper

7

2

3

Copying a square

5

1

3

Copying a star

5

0

0

24

4

8

Area total score
Manual
coordination

Manual dexterity

Transferring pennies

9

0

2

Upper linb
coordination

Dropping and catching a ball both hands

5

1

2

Dribbing a ball-alternating hands

7

0

0

21

1

4

Jumping in place-same sides
synchronized

5

0

0

Tapping feet and fingers-same sides
synchronized

10

1

1

Walking forward on a line

4

1

2

Standing on one leg on a balance
beam-eyes open

4

0

1

23

2

4

One legged stationary hop

10

0

1

push up(knee flexion)

9

0

0

Area total score

Bilateral coordination
Body
Coordination

Balance

Area total score
Running speed and
agility
Strength and
dexterity

Perfect score Pre test score Post test score

Strength

Sit up

Area total score
Total score

9

1

1

28

1

2

96

8

18

Table 4. Change of Motor Development Program by Step
Stage

Stage 1

-

Jumping on the trampoline only when the knee bent and sprung (1~2 sessions)
Did not jump high on the trampoline but two feet fell off the bottom of the trampoline (3 to 4 sessions)
He did not jump high on the floor of the treatment room, but jumped two times in succession (5 sessions)
Throwing a ball is a favorite activity for infants, so try a few times with 'Pororo Fit' I was able to throw (2-3 sessions)

Stage 2

-

When I threw the tennis ball several times, I was able to get it sometimes once (6th session)
I could get 2~3 times in 5 attempts after practice with various size balls (7 sessions)
When the ball was rolled at a distance of about 1 meter, it was able to stand up about 3~4 times with 10 attempts (8~9 sessions)
At the ankle height universe jump, it was possible to do 1-2 times of 5 times (9 sessions)
Universe jump at the height below the knee was difficult to perform (10 sessions)
The task of jumping over the line below the knee was difficult for infants, and they crossed the line or stepped on it (9-10
sessions)
- Can be done alone when stacking blocks up (6 sessions)

Stage 3

-

Stage 4

- The last three of the four stairs lowered the body a little, but they were able to come down alternately (17-18 sessions)
- He jumped a 15-cm line by the therapist's hand, but he was difficult to perform himself (18-19)
- Jump rope could not be performed

Four staircases made in the sensory integration room. The infant holds hands together and collects the hair (11 sessions)
The footsteps can be taken one step at a time so that they can be practiced and hand held down (11~12 sessions)
The last two were able to descend with their feet instead of catching anything (12-13 sessions)
We held both hands of infants so that we could leap by using the universe (12~13 sessions)
Gradually reduced the amount of help, held one hand and leaped universe (13-14 sessions)
During the free play time, if you sing while singing on the swing, you will be guided to say hello to the other four fingers.
(11~15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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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 and Post-test Results of DTVP-2
Items

Sub-items

Motor reduces visual
perception subscales

Visual-Motor integration

Pre test

Post test

Position in space

2 (shortage)

8 (average)

Figure ground

4 (below average)

6 (average)

Visual closure

2 (average)

3 (average)

Form constancy

4 (average)

4 (average)

Item score

12

21

Eye-hand coordination

91 (shortage)

143 (above average)

Copying

2 (very low)

4 (very low)

Spatial relations

6 (shortage)

11 (below average)

Visual-Motor

7 (average)

8 (average)

Item score

106

166

Total score

118

187

Table 6. Change of Visual-Perception Development Program by Step
Stage

Visual perception development change

Stage 1

- When drawing
and , they were all drawn like
without angle, and painted in line when painting green (1~2
sessions)
and
by drawing point by linguistic facilitation (2~3 sessions)
- It was possible to carry out
was not correct but I tried to draw similar, but
was difficult to perform (3-4 sessions)
- When drawing , ,
- It was difficult to accurately follow the lines on the sketch line (4~5 times), although it was focused on drawing line
and coloring by using the Pororo character which the infant likes.

Stage 2

- Planar block alignment was performed on up to 16 blocks (6 to 7 sessions)
- Stereoscopic block building was carried out up to 5 times (7~8 sessions)
- It was difficult to draw a simple drawing, but when I painted the car, I tried to draw the
in the last time (9~10 sessions)

and

that I practiced

Stage 3

- Two simple straight-line points can be performed by themselves (11th session)
- Three to four simple shapes could be performed with verbal prompting (11 to 12 sessions)
- It was possible to carry out three or four simple point dots without verbal prompting (13-15 sessions)

Stage 4

- Writing the name of the infant was possible with the physical urging but it was difficult to write by oneself

수가 향상되었으며 세부 항목 중 눈-손 협응 영역에서 가장
많은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
련 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단계에 따른 대동작과 소동작 활동을 병행한 감
각통합치료는 발달지연 유아의 운동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한국판 영유아 검사에서 유아의 연령에 해당하는
대동작과 소동작 항목들을 20회기 동한 감각통합치료와 결합
하여 반복 수행함으로 인해 유아의 자세조절, 양측협응, 시각운동 통합, 눈-손과 눈-발 협응, 균형, 운동계획 등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한국 영유아 검사의
대동작과 소동작 항목들 중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수행하였
던 활동들이 운동발달 검사 항목과 비슷한 활동들이 있어 점

수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자칫 어렵고 지루하
게 느껴질 수 있는 대동작 활동 들이 유아가 좋아하는 감각통
합 도구인 해먹, 그네, 트램폴린 등을 감각통합실의 구조화된
배치 안에서 함께 이용함으로 인해 감각 조절과 더불어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접근함으로 인해 대동작 발달을 촉진하는 조
건이 되었다.
대동작 발달과 더불어 소동작 활동은 의자에 앉은 자세에
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세조절을 보상하고 주의집중 유지가
짧은 유아에게 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스티커 등을 이용하
여 유아 중심의 활동들로 구성함으로 인해 흥미를 갖고 수행
하면서 검사결과에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소동작 활동이
시각, 촉각, 고유수용성 감각 등 다감각들과 협응되어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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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유아의 손으로 유아가 원하는 사물의 질감, 색깔 등 다
감각적 사물들을 만지고 조작하면서 사물의 질감, 물리적 특
성에 대해 배우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지각과 운동 정보를
발달시켜, 추후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능력이 증진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신체발달은 신경
이 발달해 감에 따라 대근육 운동에서 소근육 운동으로 점점
발달해가며 대근육 발달과 협응이 이루어지면서 손의 말초 근
육도 정교한 동작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소근육 활동들을 할
18)
수 있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또한 감각통합 프로
그램이 발달지체 아동들의 유연성, 근력, 민첩성, 평형성과 같
19)
은 운동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발달단계에 따른 대동작과 소동작 활동을 병행한 감
각통합치료는 발달지연 유아의 시지각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
를 나타내었다. 유아는 발달단계에 따른 대동작과 소동작 활
동을 결합한 감각통합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자세조절,
시각-운동 통합, 눈-손 협응 등이 향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선 따라 그리기, 따라 그리기, 점 잇기 등의 시지각 발달 검사
항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동작 활동 중에
○, △, □를 보고 따라 그리고 이름을 보고 따라 쓰기와 같은
활동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매 회기마다 진행되었던 활동들이
시지각 영역과 중복되어 유아의 시지각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활동이 3.5~5.5 세
20)
시·운동 협응이 현저하게 발달하는 것 과 맞물려 유아의 선
따라 그리기의 눈-손 협응 영역에서 많은 점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발달 뿐만 아니라 감각통합 발달과정도
고려하여 구성한 감각통합 프로그램을 유아가 적극적으로 수
행함으로 인해 감각통합의 3차 수준 단계로 청각과 전정감각
의 통합과 기본 감각들과 시각의 통합이 잘 이루어져 눈-손
협응과 시지각의 발달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감각통합치료가 유아의 시지각 발달에 효과적
4),10-11)
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위와 같은 결론을 근거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지연 유아 한 명으로 효과성을 일반화하기는 어
렵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상자를 통하여 감각통합치료가 운
동과 시지각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중재 기간인 9 주는 대근육 운동발달의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으므로 20 주 이상의 장기
간의 중재를 적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감각통합치료를 통해 운동발달
과 시지각 발달의 효과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서 다른 치료
접근법과 비교 ․ 분석하여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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