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비만은WHO에의해비전염성질병으로간주되며심

혈관질환,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근골격계통증과개인

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 등의 발생비율이 비만한 사

람들에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특히,

*Corresponding Author : Jin-Hee Seo(sjh0521@bu.ac.kr)
Received October 20,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January 24,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12주간 복합트레이닝이 비만과 골다공증 지적장애인의 
신체조성, 건강체력,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사례연구

한동기, 양한나, 서진희*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특수체육학과

The Effect of 12 Weeks of Combined Training on Body Compositio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and Bone Mineral Density of Obese 

and Osteoporotic Intellectual Disabilities-Case study

Dong-Ki Han, Han-Nah Yang, Jin-Hee Seo*

Dept. of Adaptive Physical Education, Baek Seok University

요  약 본연구는유산소와저항성운동이접목된복합트레이닝을비만과골다공증진단을받은지적장애인성인에게 12주
간적용한후운동의효과를알아보기위해신체구성검사, 건강관련체력그리고골다공증의변화를검증하였다. 연구대상들

의운동은 12주간주2회유산소운동과근력운동을구성된복합트레이닝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유산소운동은저강도에서

시작하여점증부하원리를적용하였고, 저항성운동은 15회를반복할수있는강도로설정하였다. 신체조성과골밀도는운동

전, 6주, 12주 세 차례 측정하였고, 건강체력평가는 운동전과 운동 후 측정하였다. 체중, 체지방은 운동전에 비해 운동 후

감소하였고, 골밀도는운동전에비해운동후증가하였다. 체력요인으로근력과근지구력, 유연성이운동전에비해운동후

개선되었다. 본 연구결과로 12주의복합트레이닝은하지근력을증가시켜걷기, 달리기등의기능을향상시키고, 건강체력의

향상과 골밀도의 증가를 일으키는 운동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성인 지적장애인, 골밀도, 복합 운동, 장애인 건강체력평가, 신체조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ercise training o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and osteoporosis after 12 weeks of combined training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iagnosed with 
obesity and osteoporosis. The subjects conducted a combined training program consisting of aerobic exercise and 
strength training twice a week for 12 weeks. Body composition and bone mineral density were measured before 
exercise, 6, 12 weeks, and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exercise. Body weight and 
body fat decreased after exercise and bone density increased after exercise compared to before exercise.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and flexibility were improved after exercise compared to before exercise. It was 
confirmed that the 12 week compound training increased the leg strength and improved the functions such as walking 
and running, and increased the health-related fitness and increased bone mineral density. 

Key Words :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one mineral density, Combined training, PAPS-D, Body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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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경우 신체활동의 저하, 장애로 인한 부적절

한 행동들, 만성 건강 관련 약물 복용 등으로 비만의 위

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더욱이지적장애인은다른장애인에비해신체활동및

사회활동의부족으로독립생활에필요한자기보호, 의사

소통, 사회 적응 상태가 낮고, 불규칙한 식사, 고열량 식

품섭취, 편식, 과식하는경향이있어비만비율이높아지

는 추세이다[4-8].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 갈수록 심혈관

계 질환이나 암 등의 만성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높아지

고[9], 비만으로운동기능저하, 심폐지구력이나근력, 유

연성등건강체력수준이낮고[10-12], 일상생활기술이나

인지·사회적 기능 저하가 보고되고 있다[12]. 또한 지시

에 의한 사고나 움직임이 비장애인과 많이 다르기 때문

에 강도 높은 역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13-15]. 잘못된식습관과부족한신체활동은부적절한

신체구성의 변화를 유발하고, 체력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골밀도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16].

미국국립보건원에 의하면 골다공증은 ‘골강도(bone

strength)의 약화로골절위험이증가되는골격계질환’으

로 정의되며, 골강도는 골의 밀도(bone density)와 골의

질(bone quality)로 설명한다[17]. 골다공증은 부서지기

쉬운 뼈, 골절 위험의 증가 등을 유발하는 뼈 조직의 질

량감소와미세구조적퇴화로특징지워지는구조적골

격근질환으로정의하고있다[18]. 특히, 골다공증을동반

한 근감소성 비만(osteosarcopenic obesity)은 비만인 중

낮은골량및골밀도그리고낮은근육량이동시에발생

하는 질환이다[19]. 골다공증을 동반한 근감소성 비만은

기능적장애, 낙상및골절의위험률을증가시켜삶의질

저하, 질환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20,21].

한편 저항성 운동은 체중부하에 의한 자극으로 인해

골질량 증가를 촉진시키고[22], 체중감량을 하는 유산소

운동 역시 뼈의 무기질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보고하였다[23,24]. 골다공증환자를대상으로근력운

동, 유산소성 운동, 관절운동 등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결과, T-score에서 유의하게변화하였고, 생리적

골손실의감소와낮은골밀도와생리적골손실을예방하

는데긍정적영향을미쳤다고보고하였다[25,26].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그 대상자가 중년 여성이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았고, 동물실험을 통해 기전

을규명하는연구들이대부분이었다. 장애인들을대상으

로 하는 연구들도 아동이나 지체장애인들의 건강체력에

대한연구들이주류를이루고있고, 성인을대상으로 1,2

급 수준의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가 있는 대학에서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성인 지적장애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장애인들을 살펴본 결과 장애 수준 낮고(1,2급), 대부

분 체중이 많이 나가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장애인이

많은것을확인하였다. 그러나성인지적장애인 1,2급 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이 체계화 되

어있지않고, 특히저항성트레이닝의운동적용에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한계

를 극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유산

소와저항성운동이접목된복합트레이닝을비만과골다

공증 진단을 받은 지적장애인 성인에게 12주간 적용한

후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운동프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은 C시에위치한장애인주간보호센터

(J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성인 지적장애인 남성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유산소 운동과 저

항성운동을병행하는복합트레이닝을적용하기전에모

든 대상자들의 가족과 장애시설의 활동책임자에게 실험

의 목적, 내용과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으

며보호자가동의서에서명한장애인을대상으로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에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가 4명인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지적장애인 장애 정도에 따라 운동의

강도를 달리해야 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그 효과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Age
(yr)

Height
(cm)

Weight
(kg)

Disabilities
Levels

Subject 1 26 162.7 72.3 1(F72)
Subject 2 23 162.2 93.2 2(F71)
Subject 3 27 170.6 79.0 1(F72)
Subject 4 33 171.9 88.0 1(F72)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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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운동프로그램
실험에참가한성인지적장애인들은 12주간주 2회유

산소운동과저항성운동으로구성된복합트레이닝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스스

로운동을실시하기어렵기때문에연구대상자 1명당한

명의담당트레이너를두어운동기간동안운동프로그램

을 적용시켰다. 담당트레이너는 장애인들을 운동시켜본

경험이있는숙련된사람들로구성하였고, 담당트레이너

를관리하는전문가가운동시항상같이운동을관리감

독하였다.

유산소 운동은 러닝머신에서 걷기와 달리기, 근력 운

동은 상체와 하체 중량운동으로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유산소 운동은 대상자들의 장애정도가 각기 다르고, 트

레드밀 위에 올라서 걷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대

상자들이있어충분히적응할수있는시간과속도를조

절하였다. 트레드밀 위에서 걷기가 가능한 후에는 저강

도(3∼5km/h)에서시작하여대상자가견딜수있는강도

(6∼7km/h)를찾아걷기와달리기를하였으며, 점증부하

원리를적용하여운동강도와운동량을점차증가시키며

운동을 실시하였다. 저항성 운동은 근지구력에 목표를

맞췄으며장애수준이 1RM을측정할수없는대상자들이

어서 1세트에 15회이상반복할수있는무게를설정하여

운동하도록 하였다. 지적장애인들이 운동 초기 웨이트

기구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

회기 운동은 준비운동(스트레칭), 본 운동(복합트레이

닝), 정리운동의단계로총 70분간이루어졌다. 장애수준

에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범위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별 운동프로그램의 강도와 유형을 개별적으로 적

용하여 복합트레이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운동 프로

그램은 Table 2와 같다.

2.3 신체조성 측정
신체조성측정은운동전, 6주, 12주 세차례에측정하

였으며, 측정당일공복 3시간을유지시키고충분한안정

을 취하게 하였다.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Bio electrical

Aerobic exercise Weight exercise

1∼6 week 7∼12 week Type
1∼6 week 7∼12 week
kg/rep/set kg/rep/set

Subject 1

3∼5Km/h 3∼5.5Km/h
squat 10/10/3 15/15/4
leg extension - -
lat pull 10/10/3 15/15/3
pull over 25/10/3 25/20/3

15min 20min
shoulder press 5/7/3 10/10/3
bench press - -
sit-ups - -

Subject 2

3∼5Km/h 4∼6.5Km/h
squat 10/15/3 20/15/10
leg extension 10/10/1 20/15/2
lat pull 5/10/3 25/15/2
pull over 25/15/2 35/20/3

14min 17min
shoulder press 5/10/3 25/15/2
bench press 15/15/1 25/15/2
sit-ups 10rep/3set 20rep/2set

Subject 3

3∼6Km/h 4.5∼6.5Km/h
squat 10/10/4 20/15/3
leg extension 15/10/3 20/10/3
lat pull 30/10/3 40/15/3
pull over 20/15/3 25/15/3

13min 17min
shoulder press 10/8/2 15/10/3
bench press 5/5/3 15/15/3
sit-ups 10rep/3set 15rep/3set

Subject 4

3∼6Km/h 4∼7.5Km/h

squat 0/10/2 015/3
leg extension - -
lat pull 20/15/3 25/15/3
pull over - -

17min 32min
shoulder press 5/20/3 10/15/3
bench press 10/10/1 15/10/2
sit-ups - -

Table 2. Combined exercise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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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dance analysis)을 이용한 Inbody 720(Biospace,

Korea)을 사용하여 체중, 제지방량, 체지방률 등을 산출

하였다.

2.4 골밀도 측정
BMD측정은운동전, 운동6주, 운동12주후세차례에

측정하였으며, 정량적 초음파측정법(Quantitative

ultrasonography, QUS)의 정량적 골초음파기

(SONOST-2000, OsteoSys Co., Ltd,)를 이용하여 종골

(calcaneus bone)에서 측정하였다. QUS는 일반적으로

비침습적이며사용이편리하고비용이저렴한장점을갖

으며, 특히 QUS 평가 시 자주 이용되는 종골은 높은 골

교체율(high metabolic turnover rate)을 갖는 소주골

(trabecular bone)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위로서 스크

리닝 시 유의미한 부위로 평가된다[27]. 측정 결과는

Z-score, T-score, 광역음파감쇠(Broadband ultrasound

attenuation, BUA), 음파속도(Speed of sound, SOS) 및

BUA와 SOS에의한 Bone quality index (BQI)로 보고된

다. Z-score는 동일 연령대의 BQI의 표준편차를 의미하

는것으로, ‘0’은 ‘동일연령평균값’을, ‘0 미만’은 ‘동일연

령평균보다 BMD가낮음’(이하 ‘BMD평균미만군’)을, ‘0

이상’은 ‘동일 연령 평균보다 BMD가 높음’(이하 ‘BMD

평균이상군’)을 의미하고, ‘-2 이하’는 ‘연령기대치 이하’

(이하 ‘BMD 연령기대치 이하군’)를 의미한다. T-score

는 대상인의 골밀도와 젊은 성인의 정상 최대 골밀도의

차이를 정상 골밀도 값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의미하

며, 진단기준은정상은–1이상, 골결핍은–1∼-2.5이내,

골다공증은 –2.5이하의 T-score와 비외상성 골절이 동

반될 때로 정의하고 있다[28,29].

2.5 건강체력 측정
건강체력평가는 운동 전과 운동 12주 후 국립특수교

육원(2013)[30]에서 개발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시스

템(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PAPS-D) 중 정신지체학생을 위하여

개발된 심폐지구력, 근력ㆍ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을

측정하였다. 심폐지구력으로는 왕복오래달리기(페이서),

근력ㆍ근지구력으로는윗몸말아올리기와악력, 순발력

은 50m 달리기와 제자리멀리뛰기, 유연성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측정하여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였다.

측정 전 PAPS-D의 실시방법과 검사 시 유의사항에 대

한 지침 등을 측정인원에게 충분히 교육 후 실험대상자

인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측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신체조성 및 골밀도의 변화
실험대상 각각의 신체조성과 골밀도의 변화는 Table

3~6에 제시하였다. 체중은 운동 전에 비해 운동 후 모두

감소하였고(적게는–0.11%에서 많게는 –2.90%), 체지

방률 역시 실험대상자 모두 감소하였다(적게는 –3.18%

에서많게는–6.38%). 골밀도의변화는실험대상자 1, 2,

4가 T-score 평가에서 골다공증 평가를 받았지만, 12주

운동종료 후골결핍으로변화하였고, 실험대상자 3 역시

골결핍에서 정상으로 변화하였다.

Subject 1 1wk 6wk 12wk Rate(%)

Weight(kg) 72.3 71.2 70.2 -2.90

% Body fat(%) 29.0 28.2 27.6 -4.83

Skeletal muscle
mass(kg)

28.6 28.4 28.1 -1.75

Waist-hip ratio 0.92 0.92 0.91 -1.09

BMD

BQI 43.4 44.4 　77.2 77.88

T-score -3.3 -3.2 　-1.4 -57.58

Z-scor -3.4 -3.3 　-1.5 -55.88

SOS(m/s) 1509.5 1507.7 1513.2 0.25

BUA(dB/MHz) 3.7 9.5 　

Table 3. Body composition and bone density results 
by Subject 1 

Subject 2 1wk 6wk 12wk Rate(%)

Weight(kg) 93.2 92.9 93.1 -0.11

% Body fat(%) 40.3 40.0 39.0 -3.23

Skeletal muscle
mass(kg)

31.3 31.2 31.8 1.60

Waist-hip ratio 1.00 1.00 0.99 -1.00

BMD

BQI 52.6 57.6 78.8　 49.81

T-score -2.8 -2.5 　-1.4 -50.00

Z-scor -2.9 -2.6 　-1.5 -48.28

SOS(m/s) 1502.2 1504.0 1516.6 0.96

BUA(dB/MHz) 39.1 48.3 　77.6 98.47

Table 4. Body composition and bone density results 
by Subje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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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3 1wk 6wk 12wk Rate(%)

Weight(kg) 79.0 79.0 78.6 -0.51

% Body fat(%) 37.7 37.1 36.5 -3.18

Skeletal muscle
mass(kg)

27.2 27.3 27.5 1.10

Waist-hip ratio 0.93 0.93 0.93 0.00

BMD

BQI 74.4 84.7 93　 25.00

T-score -1.6 -1.0 　-0.6 -62.50

Z-scor -1.7 -1.1 　-0.7 -58.82

SOS(m/s) 1503.4 1502.0 1508.1 0.31

BUA(dB/MHz) 90.1 117.8 127.3 41.29

Table 5. Body composition and bone density results 
by Subject 3

Subject 4 1wk 6wk 12wk Rate(%)

Weight(kg) 88.0 87.3 87.0 -1.14

% Body fat(%) 39.2 36.9 36.7 -6.38

Skeletal muscle
mass(kg)

31.4 30.5 30.4 -3.18

Waist-hip ratio 0.96 0.95 0.95 -1.04

BMD

BQI 39.6 35.2 　52 31.31

T-score -3.4 -3.7 　-2.8 -17.65

Z-scor -3.9 -4.2 　-3.2 -17.95

SOS(m/s) 1486.3 1480.5 1485.3 -0.07

BUA(dB/MHz) 35.3 34.7 　67.2 90.37

Table 6. Body composition and bone density results 
by Subject 4

3.2 건강체력평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체력평가 는

Table 7에제시하였다. 심폐지구력은실험대상자중 2명

이운동전에비해운동후에향상되었다. 근력과근지구

력은실험대상자 1, 2, 3이 악력과윗몸말아올리기모두

증가하였다. 유연성은실험대상자 1, 2, 4의 경우운동전

에비해운동후에증가하였다. 순발력을알아보기위한

50m 달리기는 실험대상자 1, 2, 3의 기록이 단축되었고,

제자리멀리뛰기는실험대상자 1 ,2 ,3의 기록이증가하였

다. 제자리멀리뛰기측정시실험대상자 4는측정거부로

측정을 할 수 없었다.

4. 논의
이연구는성인지적장애인의신체활동을증진시키고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산소와 저항성운동 프로

그램을 적용한 결과, 신체조성의 변화와 골밀도의 향상,

그리고 건강체력 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인기 장애인의 급격한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

라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건강관리에신체활동의참

여가효과적이라는연구가보고되고있다[31]. 특히 지적

장애인은 성인기로 갈수록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암

등의 만성질환 출현율이 높아지고, 비만이나 운동기능,

건강체력의약화등으로삶의질수준이낮은것으로보

고되었다[9,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성인들의

신체활동권장수준은국가수준에서건강을위해제시된

신체활동권장수준을대부분충족시키지못하는것으로

보고되었다[32]. 이러한 결과는 비만이나 건강체력 약화

로 이어지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 역시 체지방

률이 모두 29%~40.3%로 WHO 서태평양지역회의에서

제시한 남자 비만의 기준은 25% 이상을 보이며 고도비

만에해당하는수준이었다[1]. 12주간의유산소와저항운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pre pose
Rate
(%)

pre pose
Rate
(%)

pre pose
Rate
(%)

pre pose
Rate
(%)

Pacer test 25.0 26.0 4.0 20.0 19.0 -5.0 24.0 34.0 41.7 2.0 11.0 450.0

Curl up 7.0 12.0 71.4 20.0 24.0 20.0 16.0 18.0 12.5 11.0 10.0 -9.1

Grip strength 16.5 20.9 26.4 19.2 20.3 5.7 12.2 14.2 16.5 10.3 7.7 -25.2

Sit & reach -7.0 3.5 150.0 12.8 17.4 35.9 11.0 -2.4 -121.8 -3.3 2.2 166.7

50m run 16.5 14.7 -11.0 11.5 10.0 -13.2 14.6 17.4 19.1 28.6 18.7 -34.8

Standing
broad jump

50.0 85.0 70.0 130.0 165.0 -21.2 70.0 75.0 7.1 　- 　- -

Table 7. PAPS-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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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적용한 복합트레이닝은 체중과 체지방량의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걷기활동만으로도

골격근량 증가와 체지방률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선행연

구과 일치하였다[33]. 비록 정상수준으로 체지방량을 낮

추진못했지만, 주 2회운동만으로도긍정적인효과를가

져왔고, 주당운동의빈도를늘린다면더좋은결과를나

타낼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골밀도의 변화

이다. 여러선행연구에서체중이많을수록골무기질량에

미치는 물리적인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체중이 많은 비

만-골다공증, 그리고비만-근감소증은각각상호배타적

인관계라고인식하였다[34,35]. 그러나최근선행연구에

서비만의체지방은뼈에긍정적이지않다고보고하였다

[21]. 본 연구에서도 실험 대상들이 모두 고도비만에 해

당하고 체중 역시 많이 나가지만, 대상자 모두 골다공증

및 골결핍 판정을 받았다.

골다공증을 동반한 근감소성 비만(osteosarcopenic

obesity)은 비만인 중 낮은 골량 및 골밀도 그리고 낮은

근육량이동시에발생하는질환으로기능적장애와낙상,

골절, 사망률의위험요인을증가시키는것으로보고되었

다[21]. 대부분 고령 여성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높다[19,21,36].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20~30대의 지적장애 남성들은 고령 여성에게 많이 보이

는골밀도와비만을보였다. 그러나본연구에서 12주동

안실시한유산소성운동과저항운동은실험대상자들의

체중의감소와체지방률의감소와함께종골에서의골밀

도 측정은 운동 전에 비해 운동 후 약 50% 정도의 증가

를 보였다. 신체활동의 특정 부하 패턴으로 부하를 가하

거나 단기간 동안 반복해서 부하를 가하는 경우 골형성

에 긍정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37]와, 12주간

복합운동프로그램(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65세 이

상의 고령 여성에게 골밀도 유지 및 증가를 일으켰다는

연구[38]와 일치하는결과이다. 특정부위의골밀도증가

를 위해서는 고강도의 지면-반작용 형태의 운동이 효과

적이며[39], 본 연구에서 주 2회의 운동만으로도 골밀도

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골밀도의 증가는 빈도보다 강도

가중요하는연구[40]가 본연구결과를지지해주고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

적장애인을대상으로하였더라도그연령이낮으며골밀

도와관련한연구가거의없어다른연구와의비교에제

한이 있었다.

12주간유산소성운동과저항운동을접목한복합트레

이닝전ㆍ후에국립특수교육원[30]에서개발한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시스템(PAPS-D)을 적용하여 건강체력을

측정한 결과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에서 긍

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장애인은 인지적

성장이 지체되어 주의집중력, 단기기억력, 정보처리능력

의발달이불충분하고불완전하여사회생활이곤란한사

람[41]으로 운동참여도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고, 비활동적인 생활은 체력저하를 불러와 성인기 이후

급격한 체력저하를 보이게 된다[42]. 본 연구대상자들도

12주복합트레이닝을참여하기전에는매우낮은체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항성트레

이닝은 실험대상자들의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을향상시켰다. 본 연구결과는 Park et al.의 타이치와걷

기를접목한신체활동프로그램중재방법이지적장애인

의 체력을 향상시킨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43]. 이

와 같이 체력의 향상은 부자연스런 동작으로 인한 안전

사고와 낙상 등의 우려가 있는 지적장애인에게 안정감

있는 움직임을 통해 일상생활의 수행 및 이동성과 독립

성을 향상시키며 몸의 균형 유지와 일상적인 활동을 가

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로 12주의복합트레이닝은하지근력을증

가시켜걷기, 달리기, 뛰기등의기능을향상시키고, 건강

체력의향상과골밀도의증가를일으키는운동임을확인

하였다. 지적장애인에게 꾸준한 복합트레이닝을 적용함

으로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일부

긍정적인진전이있었다는점에서의의를 두며, 성인지

적장애인의 비만과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

램의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자료 제공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5. 결론
이사례연구에서는성인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 12주

간 유산소와 저항성 운동을 적용한 복합 트레이닝은 건

강관련 체력요인과 신체구성검사의 비만도와 종골에서

의 골밀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 2회의 실시만으로 골밀도의변화는 기대이상으

로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강체력평가

로 이루어진 달리기, 윗몸 말아 올리기, 악력, 유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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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어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몸을보호할수있는능력이증가했다는것을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지적장애 수준이 높은 4명을

대상으로사례연구를실시하여일반화하기는어렵다. 스

스로 운동이 어렵고 전문트레이너가 1대1로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대상자

들에게 적용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 일반화 시킬 수 있

는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운동의 효과를 추가적으

로 확인하기 위한 반복적인 연구과 많은 대상자들에게

적용하여 비교한다면 지적장애인들의 위한 운동프로그

램 적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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