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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복합운동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건강체력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 

조      가      람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리듬활동과 탄력밴드를 

이용한 12주간의 복합운동을 실시함으로써 변화되는 이들의 건강체력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신체활동량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S시 지적 장애인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나이는 18

세 이상 60세 미만에 지능지수가 45-70 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운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근 골격계 질환이나 신경손상이 없는 자들

로 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S대학교에서 하루 90분씩 주 2회, 12주간 실시

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모든 변인들의 측정은 운동 전과 운동 후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 절차는 건강체력이라 할 수 있는 신체조성(생체전기 저항 분석법), 

근력(악력),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유연성(좌전굴), 심폐지구력(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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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테스트)을 측정하였고,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속도계(Actigraph Gt3x)를 사용하였다. 

자료 처리는 Windows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

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건강체력의 변화에서 신체조성,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근 지구력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5). 신체조성 중에 골격근량

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운동군의 경

우 골격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제군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신체적 자기효능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5).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자기효능감 검사의 

하위 검사 영역인 인지된 신체유능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셋째, 신체활동량의 변화에서는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중 고강도 신체

활동량, 평균 보폭 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p<.05). 결론적으로, 성인 지적장애인의 규칙적인 복합운동의 참여가 이

들의 골격근량과 근지구력을 개선하고 이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증가시

키며 좌식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신체활동량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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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연구의 필요성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로 누릴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유익은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행복한 삶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참여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과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 

유발되는 성인병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증을 완화한다. 이러한 

신체활동의 유익은 성별과 나이, 인종은 물론 장애까지 초월하여 모두에게 

동일 하게 경험될 수 있다. 

지적 장애는 “지적 기능성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 행동 양 영역에서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며, 18 세 이전에 

시작되는”(AAIDD, 2010) 장애로 지적 장애인들의 사회 및 지적 기능 

제한은 이들의 운동 및 정서발달의 지체와도 관련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균형, 보행, 소 근육운동 등에서 문제를 나타내고, 실패상황에 대한 인내 

부족으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탓에 낮은 자아 존중감이나 불안 및 우울의 

문제와 같은 사회, 심리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송준만 등, 2012). 

지적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특성은 이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중재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 중 적절한 신체활동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영역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국내외의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지적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참여와 

그에 따른 유익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적 장애인들에게 규칙적 신체활동 참여는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이다.  

학계 보고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수준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석 & 한동기, 2010; 정진욱, 

권현진, 김연수, & 양한나, 2011).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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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프로그램이 주로 아동기나 학령기 연령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강유석 & 김대현, 2010) 특별히 성인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량은 

일반노인의 신체활동량과 비슷한 정도로 적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A. Dixon-Ibarra, M. Lee, & A. Dugala, 2013).  

비 신체활동적 생활 습관으로 인해 성인 지적 장애인은 체력수준과 근 

긴장상태가 낮고 선천적 심장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병리, 생리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P. Calders 등, 2011). 이는 결국 이들을 비만과 당뇨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성인병으로의 전환을 유도 하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질환을 야기하는 좌식생활습관이 이들의 연령이 증가에 

따라 더욱 고착화 된다는 것이다(A. Dixon-Ibarra 등, 2013). 그러므로 

고령으로 접어들기 전 성인기의 지적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이들의 건강을 지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WHO, 2000). 

신체활동적인 생활 습관과 관련하여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신체활동 

참여의 제한 요소가 많은 성인 지적장애인이 다양한 내적, 외적 환경의 

제한을 극복하고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내적 

동기이다 (Baranowski, Perry, & Parcel, 2002). Peterson 등 (2008)은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신체활동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신체활동적 습관에 대한 성인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송근영 & 정연택 (2011)은 

규칙적인 신체활동프로그램을 통해 학령기의 지적 장애인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신체적 기능향상과 습득기술에 대한 주관적 인지 

과정을 통해 증가하기 때문에 잘 계획된 운동프로그램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이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Hutzler & Korsensky, 2010). 그러므로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이들의 신체활동적 습관이라는 옷을 입는데 필요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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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운동참여로 인한 성인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증가는 이들의 신체활동적 생활 습관을 고양하고 좌식생활로 유발되는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보상하여 성공적이고 건강한 노화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기에 성인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관련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중요성과 

적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인 지적장애인의 지적기능과 연구 

상황의 제한을 이유로 관련 연구의 양은 매우 적은 수준이며,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조차 방법론적 측면이 다양하지 못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자는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대부분의 관련연구가 횡단설문조사로 

진행되어 성인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량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관련성만을 단순 제시하여 운동 참여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변화과정을 통제군을 설정한 중재연구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성인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 측정 시, 자가 보고 질문법이나 타인의 

대리측정방법을 사용하였기에 이들의 신체활동량에 대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외국에서도 매우 미미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선행 연구의 제한점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성인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통제집단을 설정한 운동 중재연구를 실시하여 

운동진행에 따른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의 변화 결과를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명확화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때 함께 변화하는 신체활동결과의 

양과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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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낮은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기인한 지속적인 좌식생활

로 다양한 병리 생리학적 질병에 쉽게 노출 되어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에

게 이들의 흥미 및 동기를 고려하여 구성한 복합운동(리듬운동과 밴드운동)

을 제공함으로써 변화되는 건강체력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신체활동량을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복합운동참여에 따라 성인 지적장애인의 건강체력(신체조성, 근

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복합운동참여에 따라 성인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신

체표현 자신감, 인지된 신체 유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복합운동참여에 따라 성인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량(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하루 평균 MVPA량, 하루 평균 좌식생활 시간, 평

균 보행 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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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S지적장애인 복지관에 등록되어있는 

자로 제한 한다. 

2)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 표본 추출된 집단으로 대표성에 문제

가 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체격 및 체력 조건과 유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4)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식이섭취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5)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실험기간 중 운동 프로그램 외 신체활

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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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지적 장애인 

 정의 

오래 전부터 지적 장애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다. 이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크게 사회적 접근, 임상적 접근, 심리 측정적 접근, 이중기준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송준만 등, 2012). 사회적 접근은 지능의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의 접근 경향으로, 전반적인 사회적 행동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아 지적 장애인을 살아가는 환경에서 사회적 적응에 실패한 사

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oll, 1941; Goodey, 2006; Greenspan, 2006). 

이후 유전이나 병리를 다루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임상적 측면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임상적 접근은 지적 장애에 대한 정의의 기준을 개인의 임상적 

증후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적 장애인을 비장애인들과 분리시

키는 분리 정책 실시의 기반을 제공했다(P. Devlieger, Rusch, & Pfeiffer, 

2003). 심리 측정적 접근은 지능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아지고, 지능검사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되고 객관적 점수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 기능이 강조되었다(J. Devlieger, 2003). 이를 바탕

으로 지적 장애를 정의하고, 표준화된 객관적 지능점수의 수준에 따라 분

류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적 기능성만으로 지적 장애를 정의하는데 

대한 한계를 인식한 후 적응행동을 추가적 기준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중기준 접근이다. 이중기준 접근에서는 

성숙, 학습, 사회적 적응을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한 적응행동이

라는 기준이 추가된다. 이후 이러한 기준의 접근은 지적 장애를 정의하는 

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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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준 접근으로 지적 장애를 정의한 대표적인 예는 2010년 미국 지

적 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AAIDD)의 지적 장애 정의를 들 수 있다. 

AAIDD는 지적 장애를 “지적 기능성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즉응기술

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양 영역에서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는 것이며, 이 

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AAIDD의 정의를 적용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가정이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 장애인의 기능적 제한은 개인의 또래와 지역사회

의 환경 맥락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타당한 평가는 개인적 능력

뿐 아니라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한 

개인은 한 개인은 결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점도 가지고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개인의 제한적 능력을 기록해두는 주요 이유는 개

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개인에

게 필요한 제한적 능력이 개별화된 적절한 지원으로 보상된다면, 지적 장

애인의 생활 기능은 일반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가 충분히 이

루어 져야만 지적 장애를 올바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과 “장애인 복지법”에서 

각각 교육과, 복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먼저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적 기능성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

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복지적 측면이 강조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정신발

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있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

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 정

의하고 있다. AAIDD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두 법 모두에서 지적 능력과 적

응행동을 지적 장애인을 정의하는 핵심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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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중기준 접근법으로 지적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성 

1) 신체적 특성 

지적 장애인의 초기 발달 시기의 신경계발달 지체는 운동 수행의 발달과, 

정서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지체의 원인이 된다(Owens, 2005). 이로 

인해 시력과 청력에서의 손상을 보이기도 하고, 쉽게 피로하며 저항력이 

약하다(M. L. Hardman, Drew, & Egan, 2010). 또한 감각운동이나 평형성

과 민첩성 등과 같은 기초체력이 저하되어 있어 외부상황에서 나타나는 자

극에 대해 신속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며 결국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성취도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김경숙 & 이정승, 1999). 이와 

더불어 근력의 저 긴장성이라는 특징도 있어 운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그 정도가 경도에 비해 중도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김경숙, 1994). 중도의 지적 장애인의 경우 중복장애를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Lorenzi, Horvat, & Pellegrini, 2000), 간질과 뇌성마비와 같

은 임상적 증상을 나타내며 잦은 염증, 위장장애, 폐 기능의 문제, 시 지각

이나 청각의 결함, 간장 및 심장 장애 등을 보이기도 한다(Sobsey, 2004).  

다운증후군을 지닌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눈과 귀의 감염, 비만, 피부

질환, 치아와 잇몸의 질환, 청각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며, 심장

병과 호흡기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백혈병의 발병률 또한 높다

(송준만 등, 2012).  

2) 심리 및 사회 행동적 특성 

지적 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사회적 

기술의 결함을 꼽을 수 있다(나운환, 이민규, & 정명현, 2002). 지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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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대인관계 시 의사소통의 해석 실패로 인해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파

악하지 못하여 스스로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

다(Moffroid & Whipple, 1970). 이러한 지적 장애 학생들의 낮은 사회적 

기술은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유발하며,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Murray & Greenberg, 2006). 일반적으로 지

적 장애인의 낮은 사회적 기술 수준과 자기 주장기술 및 통제 기술은 학습

장애인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용태, 2000). 

 심리 사회적 발달의 지체로 인해 이들은 또래 친구부터 놀림을 당하거

나 쉽게 이용당하며, 소외 당한다(Strain, Lambert, Kerr, Stagg, & 

Lenkner, 1983). 이는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도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도 사람들로부터 

빈번하게 거부당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따

른다(Heiman, 2000).  

지적 장애인의 20~25%정도는 파괴적인 행동, 과잉행동 산만함 등과 같

은 문제행동을 보여 정신장애를 수반하는 이중 진단을 받기도 한다. 정신

장애를 동반한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증세의 경

중이 다르며, 이중장애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송준만 등, 2012). 이와 관련하여 김옥희는 정서, 행동적인 문제를 지적 

장애인의 특성으로 오해하여 적절한 중재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며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김옥희, 2004). 

 복합운동  

지적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들의 비 

신체활동적인 생활 습관과 이로 인한 다양한 병리 생리학적 질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체육학적인 중재의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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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운동의 효율성이 강조 되면서(나재철, 2005)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한 복합적인 형태의 운동이 비만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질병 등을 예방 및 치료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운동유형으로 추천되고 있다(김효정 & 김창근, 2005; 신윤아, 임강일, & 

석민화, 2005). 복합운동은 제지방량을 증가시켜 신체조성과 

혈중지질대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운동방법으로(나재철, 2001; 

박상갑, 권유찬, & 윤미숙, 2004) 복합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 되었으며,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최근 연구가 진행되어,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검증되고 있다.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합운동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는 지적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복합 운동을 통한 신체조성 및 심폐능력 개선을 

확인한 김선영 & 정유진 (2008)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 에서는 

16 주간의 복합운동에 참여했던 비만 지적 장애 학생의 신체조성(체지방률, 

체지방 량, 허리 엉덩이 둘레비율)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집단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또한 최대산소섭취량, 운동 지속시간, 최대 환기 

량에서도 통제 집단과 다른 유의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며, 복합운동이 

지적 장애인의 신체기능향상의 유용한 운동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적 장애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합운동 연구에서는 

복합운동 참여가 이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준과 유산소 능력 그리고 안정 

시 심박수에서 저항성운동만을 실시한 그룹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복합운동과 심리적인 영역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로는 

송근영 & 정연택 (2011)이 복합운동이 다운증후군 지적 장애인들의 자아 

존중감과 신체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 

해당연구에서는 24 주간의 복합운동 참여로 인해 변화하는 청소년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자아 존중감을 확인하며 복합 운동이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개선 할 뿐 아니라 심리적 변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임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복합운동 관련 연구의 대상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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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 장애인이며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조차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국한되었으며 주로 사회심리적인 측면보다는 신체건강적인 측면

에만 맞춰져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진행된 복합운동 관련 연구에서 활용된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이 주로 고가의 트레드밀이나 웨이트트레이닝 장비와 

같은 대상자들의 흥미와 동기 및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한 운동 프로그램 

요소가 많아 연구 결과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1) 리듬활동(유산소 운동) 

리듬활동은 신체활동량이 다양하고 많은 율동적인 동작이나 움직임으

로, 다양한 음악에 따라 신체를 움직이는 신체활동의 유형 중 하나이며. 

또한 특정한 운동 기구 없이 음악을 배경으로 다양한 댄스 스텝, 걷기, 달

리기, 가볍게 뛰기를 복합시킨 전신 운동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김수빈, 

2010). 리듬 활동은 다양한 음악과 무용동작 및 창의적인 움직임을 사용

하는 일연의 연결된 움직임으로서, 전 연령에 걸쳐 쉽고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인숙, 1997).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리듬운동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운동참여의 동기가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

들에게 적용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어왔다. 김종화(1999)는 유산소 리듬운

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근력 및 유연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강민수(2010)는 방과 후 에어로빅댄스 프로그램이 비만 지적장애 학생의 

신체조성, 기초체력 및 행동적응에 대한 변화를 탐색한 연구에서 운동에 

참여했던 지적 장애 학생의 체중, 체지방률,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2) 탄력밴드운동(저항성 운동) 

탄력밴드 운동은 고무로 만든 밴드나 튜브를 이용하는 운동으로(산본

리춘, 박성학, 김효철, & 박우영, 2000), 본 연구에서는 천연고무 재질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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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의 색상에 따라 탄성이 다른 고무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Thera-

Band; Hygenic Coporation, USA)을 사용하였다. 세라 밴드의 특징은 개

개인의 특성에 맞는 강도의 밴드를 선택함으로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탄력밴드는 아령이나 역기, 웨이트 기구보다 부상 유발 

위험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며, 가볍고 휴대하기도 편리하여 어떤 장소에서

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의 밴드를 이용해 

다양한 동작으로 여러 가지 근력운동이 가능하고 개개인의 체력에 맞게 강

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다는 활용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홍순국, 201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탄력밴드는 스포츠 트레이닝은 물

론 스포츠 외상 및 장애의 재활치료 등에 폭 넓게 활용 되고 있다(산본리

춘 등, 2000). 이와 관련하여 탄성 밴드 운동이 여성 지적 장애인의 체력

과 신체조성 및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한현수(2013)의 연구에서

는 12주간의 탄성밴드 운동에 참여했던 그룹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룹보다 상 하지 근력, 근지구력, 신체조성, 골밀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밴드 

운동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건강체력 

체력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력은 일상생활에 지치지 않고 활력적으로 영위해 낼 수 있는 

능력이며,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각종 스포츠의 기초라 정의 할 수 

있다(김종택, 1991). 다시 말하면 체력은 신체움직임의 능력을 의미하는 

넓은 개념으로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몸, 스트레스를 극

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 그리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적

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제갈한석 & 이재원, 2010). 체력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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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력과 운동체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건강체력 요소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조성 등이 있으며 운동체력 요소에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파워, 스피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Harris, 

2001). 

지적 장애인의 건강체력 상태는 일반적으로 비활동적이며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의 결여, 인내심 부족, 근력저하, 나쁜 식습관, 비만 등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Baumgartner, Heymsfield, 

Lichtman, Wang, & Pierson, 1991). 지적 장애인의 체력수준은 이들의 평

균 수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Fernhall, 1993).  

신체활동은 이들의 건강체력수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

요 변인 중 하나다. 특히 건강체력요소 중 신체조성에서의 체지방 수준은 

이들의 신체활동 중 보행계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건강의 지표라고 말하고 있는 BMI지수와 신체활동량의 정

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 되기도 하였다(제갈한석 & 이재원, 2010).  

 신체적 자기효능감 

생활 습관의 변화와 같은 환경과 개인의 관계에 따른 인간 행동의 변화

를 설명하는 사회인지 학습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

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Bandura, 2001). 개인, 환경, 행동의 세 가지 

측면 중 강조되는 주된 요인은 바로 개인적 측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변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심리 변인 중 하나로 “낯

설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행동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믿

는 능력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기대로써 매우 구체적인 통제관련 신념” 

(백은희, 20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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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on 등(2008)은 평균 32.7세의 성인기 지적장애인 152명을 대상

으로 한 횡단설문조사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및 신체활동에 

관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신체활동적 습관에 대한 성인 지적장

애인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송근영 & 

정연택(2011)은 다운증후군 지적 장애학생들의 24주간의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변화하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며 지적장애인

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참여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개선

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 선행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성인 지적 장애인

에게 있어서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내적, 외적 환경의 제한을 극복

하고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적 동기임을 알 수 있다

(Baranowski 등, 2002). 그러므로 규칙적인 운동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성

인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이들의 신체활동적 습

관을 들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체력향상과 운동기능 습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통해 개선되기에 잘 구성된 신체활동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성인기의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의 내적 동기인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다(Hutzler & Korsensky, 2010; 송근영 & 정연택, 2011). 

따라서 성인 지적장애인의 좌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신체활동량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인 지적 장애인의 지적 기능과 연구 상황의 제한을 이유로 관련 연구의 

양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신체활동 

신체활동의 개념적 정의는 에너지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골격근에 의한 

신체의 움직임으로 우리 신체의 골격근의 수축 작용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

의 실제적 증가를 유발하는 신체의 모든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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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적 장애인의 운동부족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 문제의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건강 지표 중 하나로(Alicia Dixon-Ibarra, 

Miyoung Lee, & Anisia Dugala, 2013)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그 효과가 확인 되었다.   

노형규 (2012)는 지적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문헌고찰 연구

에서 지적 장애인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참여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그렇지 않았던 그룹보다 약 36.5%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뿐 아니라 Hutzler & Korsensky(2010)는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참여가 이들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들을 모아 

분석한 문헌고찰연구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참여가 지적 장애인의 자아

존중감과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참여는 요원하기만 하다.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량 실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이들의 신체활

동량이 전 연령에 걸쳐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며 운동을 통한 중재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 Alicia Dixon-Ibarra 등(2013)는 지적장애 노인과 

성인 그리고 일반 노인들의 신체활동 양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평균연

령 40세의 지적 장애 성인의 신체활동량은 일반 노인의 신체활동량과 비

슷한 수준이었다는 결과와 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질수록 

이들의 좌식생활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를 보고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rey, Buchanan & Rosser 

Sandt(2005)는 12명의 성인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습관에 관한 문화기술

적 연구를 통해 이들이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의 부재를 제시하며,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게 계획된 운동프로그램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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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지적 장애인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지능지수가 45-70 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운

동에 참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근 골격계 질환이나 신경손상이 없는 자

들이다. 대상자 및 보호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

고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의 적용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지역의 지적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진행하였으

며, 운동프로그램 진행 일정을 고려하여 운동그룹 12명과 통제그룹11명의 

대상자를 각각 나누어 모집하였다. 각 그룹을 모집한 후 건강체력, 신체적 

자기 효능감, 신체활동량 사전 측정을 진행하였고, 독립 t검정

(Independent t-test/ P=< .05)을 통해 사전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동질

성을 확인을 하였다.  

동질성이 검증된 후 운동군 12명은 약 12주 기간 동안 매주 2회 90분

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통제군 에게는 운동군에게 제공하는 

규칙적인 복합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 운동군의 경우 12주간의 

운동 기간 중 대상자 2명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대상자 10명은 평균 90.2%의 높은 출석률을 보이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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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총 10명의 대상자가 사전에 측정했던 동일한 

조건의 사후 측정에 참여하였다. 통제군의 경우 대상자 중 1명이 사정으로 

인해 사후 측정에 참석하지 못하여 총 10명이 운동군과 동일한 조건의 사

후 측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자료는 SPSS 18.0를 사용하여 최종 분석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설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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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도구 

1) 건강체력 

본 연구에서는 전기태 & 한민규(2011)가 특수체육 전공교수 2인, 경

력 5년 이상의 특수체육 현장 지도자2인, 임상 경력이 있는 재활치료 전

공교수 2인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지적장애인의 건강체력 측

정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지적장애인의 건강체력 평가 규준 설정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력측정 요소를 본 연구의 측정 변인으로 선정

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변인 및 도구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체력측정 변인 및 도구 

Equipment Model Country Purpose 

Inbody Inbody 370, Biospace USA 신체조성 

Grip strength T.K.K 5410, Takei Japan 근력 

좌전굴계 ST-18, Expert Korea 유연성 

Sit up 초시계, 매트 Korea 근지구력 

Step test Step Box Korea 심폐지구력 

 

2) 신체활동량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실험 전·후의 일상생활 중 신체활동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ActiGraph GT3X+ 가속도계(ActiGraph, Pensacola, FL, 

USA)를 사용하였다. 가볍고(27g), 소형-(3.8cm×3.7cm×1.8cm)이라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데 GT3X의 

Activity Counts와 K4b2 모든 변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 신체활동 측정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았다(이미현, 김대연,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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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2012). 데이터는 1분 간격으로 기록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며, 

총 신체활동량은 분당 count로 나타낸다. 

가속도계는 신체활동량에 대한 기억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지적장애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모션센서(motion senors)를 효과

적으로 활용해왔기에 가속도계는 지적장애인들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Stanish, Temple, & Frey, 2006). 이와 관련하여 

Temple & Walkley(2003)는 경도 지적장애인 37명을 대상으로 가속도계

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에서 지적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이 보고하는 

에너지 소비량과 가속도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소비량 간의 관계에서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유목내 상관계수=.78, p<.001)가 있음을 보고하였

다. 

3) 신체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신체적 자기효능감 검사’는 Ryckman등

(1982)이 개발하고 임병길(2001)이 수정한 척도이다. 이 검사는 ‘인지

된 신체능력 검사’와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 검사’의 하위 검사로 구

분된다. 인지된 신체능력 검사는 자기 자신의 신체능력에 대한 개인의 인

지를 측정하고,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 검사는 신체기술 수행에 대한 자

신감을 측정한다. Ryckman 등(1982)이 제작한 신체적 자기효능감 검사의 

Cronbach α 계수는 신체적 자기효능감 검사 .80(인지된 신체능력 검

사 .85,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 검사 .69)로 나타났고, 임병길(2001)이 

수정한 신체적 자기효능감 검사의 Caronbach α 계수는 인지된 신체능력

의 경우 .79이고,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의 경우에는 .68인 것으로 나타

나 비교적 안정적인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는 연구 대상이 

성인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지를 한 

문제씩 읽어주고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 검사에 답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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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검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3단계 평정

척도로 되어 있으며, 인지된 신체능력에 해당하는 8문항의 응답 중에서 

‘그렇다’는 3점, ‘보통이다’는 2점, ‘아니다’는 1점을 부과한다. 신

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에 해당하는 6문항의 경우에는 채점을 역으로 ‘그

렇다’는 1점, ‘보통이다’는 2점, ‘아니다’는 3점을 부과한다.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복합운동 관련 

연구들을 참고로 구성하였으며, 실시한 운동 중재는 12주간 주2회(화, 목),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는 유, 무산소 복합 운동프로그램이다. 운동 시

작 처음 5분은 음악을 활용한 준비운동을 통해 본 운동 준비를 하고 곧이

어 30분동안 빠른 박자의 음악을 활용하여 템포트레이닝과 율동으로 이루

어진 유산소 리듬운동을 실시하였다. 이후 10분 휴식 후 30분간의 저항성 

운동(밴드운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5분 동안 정리 운동을 한 후 모든 운

동을 마무리 하였다. 구체적인 운동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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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운동프로그램 

Combined Exercise Program 

Warm up 

Type Gymnastics 

Time 5 min 

Aerobic 

exercise 

Intensity RPE 9-14 

Type Rhythm Exercise 

Time 30 min 

Rest (10 min) 

Thera-bend 

exercise 

Intensity 10-15 RM 

Type 

Crunch, Reverse Fly, 

Biceps curl, Lateral 

raise, Chest press, 

Squat 

Time 30 min 

Cool down 

Type Gymnastics 

Time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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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운동 

 준비운동은 상, 하지 및 몸통 부위가 골고루 포함 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로 구성하였으며 관절의 가동범위를 초과하여 약간의 장력이 느껴질 

수 있는 강도로 실시하였다. 이때 운동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느린 박자의 음악을 함께 들려주며 음악의 흐름에 맞추어 

동작을 실시하게 하였다. 

 

그림 2. 준비운동 

2) 유산소운동 

유산소 운동은 운동참여자들의 흥미 및 운동참여에 관한 동기를 고려하

여 빠르고 신나는 템포의 음악 속도에 맞추어 달리기와 정해진 율동을 실

시하게 하였다. 율동동작은 현대 무용 전공자 1인과 특수체육 박사과정 전

공자 1명이 지적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것으로 율동을 개발

한 개발자들이 직접 운동지도에 참가하였다. 운동의 강도는 4주간 3단계

로 구분하여 점증적 증가를 시키고 운동 자각도(Borg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scale- RPE)를 이용하여 강도를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피검자의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야 하므로 프로그램 시행 전 참여자들에게 

운동자각도를 충분히 설명한 뒤 인지시키고 운동중간에 다시 묻는 방법으

로 진행을 하였다. 운동 적응기 1~4주간은 RPE 9~11, 4~8주간은 R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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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8~12주간은 PRE12-14으로 유지되도록 강도를 조절하였다. 

 

그림 3. 유산소운동 

3) 저항성운동 

탄력밴드의 운동 강도는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성밴드의 강도

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밴드가 늘어난 길이에 따라 저항이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참여가 적고 체력수준이 많이 저하 되어있는 사람들에

게 권장되는 빨간색 밴드를 사용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운동 

종목은 몸통, 상체운동, 하체운동으로 구성하였다. 처음 5주간은 10RM으

로 시작하여 15RM으로 점점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동작간 휴식은 10초로 

하였다. 운동 참여자들의 특성과 개인적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제시된 

범위 내에서 개별화 하였으며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순한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점증적으로 실시 하였다. 

 

그림 4. 저항성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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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절차 

 동의서 작성  

실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진행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사전, 사후 검사 

1) 신체적 자기효능감 설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신체적 자기효능 검사지를 사용하여 모든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인을 측정하였다. 설문검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

자들에게 충분히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자와 1:1 면담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의 문항이 이

들에게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 시킨 후에 각 문항에 답하게 하였다. 

 

그림 5. 신체적 자기효능감 설문 

2) 건강체력 측정 

건강체력 요소로 신체조성(생체전기저항 체성분 분석기), 근력(악력), 

유연성(좌전굴계), 근지구력(Sit-Up), 심폐지구력(YMCA 스텝테스트)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① 신체조성 

신체조성(체중, 체지방량, 골격근량, 체질량지수) 측정은 In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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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Biospace, USA)를 이용하여 공복상태에서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몸에 부착된 모든 금속물질들을 제거한 후 안정시에 측정하였다. 

 

 

그림 6. 신체조성 측정 

② 심폐지구력 (YMCA step test) 

YMCA step test는 심폐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높이(30.5cm)의 

스텝 박스 위를 분당 96회로 맞추어진 메트로놈의 박자에 따라 분당 24번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3분간 실시하였다. 측정이 종료 한 후 곧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1분 동안의 회복기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7. YMCA 스텝 테스트 

③ 근력(악력계) 

악력 (Hand grip strength test)은 상체의 근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T.K.K 5401 악력계(Takei, Japan)를 이용하여 손가락의 제 2관

절이 악력계의 잡는 부분과 직각이 되도록 잡고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 악

력계가 몸에 닿지 않도록 한 뒤, 좌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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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단위로 나타내었다. 

 

 그림 8. 악력 측정 

④ 유연성(좌전굴계) 

대퇴이두근과 허리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무릎을 완전히 

펴고 앉은 후 상체를 완전히 굽혀 팔을 최대한 뻗은 상태에서 3초간정지

한 지점을 기록으로 0.1cm 단위로 측정하였다. 

 

그림 9. 유연성 측정 

⑤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복부의 근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윗몸 일으키기를 실시한다. 피험

자가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운 자세에서 무릎 각도가 약 90도가 되도록 무

릎을 굽 혀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후 양손을 X자로 교차시켜 가슴에 올린

다. 배에 힘을 주어 윗몸을 일으키면서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것을 1회

로 하여 1분간 최대 한 빠른 속도록 반복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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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윗몸 일으키기 측정 

3)  신체활동량 측정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ActiGraph GT3X+ 가속도계(ActiGraph, 

Pensacola, FL, USA)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사전, 사후 측정 후 

1주일 동한 Actigraph를 허리에 차고 일상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신체활

동량을 측정하였다. 신체활동량 측정 중에는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

았다. 

 

그림 11 신체활동량 측정 (Acti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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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들의 값은 Windows SPSS 18.0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

다. 

2) 그룹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t검정(Independent t-

test)을 실시하였다. 

3) 그룹과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

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였다.  

4) 통계적 유의 수준(α)은 .05 수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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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2주간 복합운동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건강체력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그룹간 동질성 검정(독립 T검정) 결과 

표 3. 건강체력 그룹간 동질성 검정 결과 

구분 

운동군 

N=10(남=7, 여=3) 

통제군 

N=10(남=3, 여=7) 

유의확률 

체중 59.79±14.46 64.13±10.41 .451 

골격근량 24.66±5.89 22.27±5.75 .371 

체지방량 15.20±8.30 14.37±7.83 .062 

BMI 23.02±5.46 23.08±5.3 .454 

악력 19.64±9.37 16.63±8.59 .464 

좌전굴 -1.98±13.17 6.88±8.14 .087 

윗몸 일으키기 16.70±11.59 12.30±10.44 .384 

스텝테스트 100.8±9.42 116.70±10 .140 

 

두 그룹간의 건강체력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 T검정 결과, 건

강체력의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

으로 나타나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변인과 관련하여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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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신체적 자기효능감 동질성 검정결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27.81±3.39 28.17±4.29 .839 

 

두 그룹간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 T검정 

결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나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변인과 관련하여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신체활동량 그룹간 동질성 검정결과 

구분 

운동군 

N=10(남=7, 여=3) 

통제군 

N=10(남=3, 여=7) 
유의확률 

하루 평균  

칼리로 소모량 

78.37±37.18 67.86±31.53 .588 

하루평균  

MVPA량 

43.29±21.59 29.83±14.13 .210 

하루평균 

좌식생활시간 

14.77±1.62 13.66±2.32 .310 

평균 보행 수 6.67±2.09 5.3±1.26 .182 

 

두 그룹간의 신체활동량(하루평균 칼로리 소모량, 하루평균 MVPA량, 

하루평균 좌식생활시간, 평균 보행 수)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 T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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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 신체활동량의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나 신체활동량의 모든 변인과 관련하여 두 집단

이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2주간 복합운동 전 후 건강체력의 변화 

1) 신체조성의 변화 

본 연구에서 복합운동 후 신체조성의 변화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

다. 운동군과 통제군의 모든 신체조성 변인에서 그룹 간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5). 

 

표 6. 신체조성의 변화 

구분 그룹 사전 사후 시간*그룹 

체중 

운동군(n=10) 59.79±14.46 59.56±13.83 

P=.470 

통제군(n=10) 64.13±10.41 63.38±11.03 

골격근량 

운동군(n=10) 24.66±5.89 24.96±6.0 

P=.078 

통제군(n=10) 22.27±5.75 21.79±5.15 

체지방량 

운동군(n=10) 15.20±8.30 14.37±7.83 

P=.440 

통제군(n=10) 23.03±9.23 23.07±10.45 

체질량지수 

운동군(n=10) 23.02±5.46 23.08±5.3 

P=.318 

통제군(n=10) 24.97±5.91 24.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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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중의 변화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체중 변화는 다음<표 5>

과 같다. 

 

표 7. 체중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59.79±14.46 59.56±13.83 

0.546 0.470 

통제군 64.13±10.41 63.38±11.03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체중의 변화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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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골격근량의 변화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골격근량의 변화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8. 골격근량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24.66±5.89 24.96±6 

3.502 0.078 

통제군 22.27±5.75 21.79±5.15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골격근량의 변화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운동군의 골격근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

제군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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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지방량의 변화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체지방량의 변화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9. 체지방량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15.20±8.30 14.37±7.83 

0.625 0.440 

통제군 23.03±9.23 23.07±10.45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체지방량의 변화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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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체질량 지수의 변화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체질량 지수의 변화는 다

음<표 8>과 같다. 

 

표 10. 체질량 지수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23.02±5.46 23.08±5.3 

1.054 0.318 

통제군 24.97±5.91 24.72±6.15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체질량 지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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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력(악력)의 변화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근력의 변화는 다음<표 

9>과 같다. 

 

표 11. 근력(악력)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19.64±9.37 20.13±6.82 

0.248 0.625 

통제군 16.63±8.59 16.32±9.05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근력의 변화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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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의 변화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근지구력의 변화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2. 근지구력(윗몸 일으키기)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16.70±11.59 20.40±11.39 

5.692 0.028* 

통제군 12.30±10.44 12.50±8.48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근지구력의 변화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5), 운동군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통제군

에서는 사전 측정값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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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연성(좌전굴)의 변화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유연성 변화는 다음<표 

11>과 같다. 

 

표 13. 유연성(좌전굴)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1.98±13.17 1.63±11.83 

0.827 0.357 

통제군 6.88±8.14 8.08±5.36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유연성의 변화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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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폐지구력(YMCA 스텝 검사)의 변화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심폐지구력 변화는 다음<

표 12>과 같다. 

 

표 14. 심폐지구력(YMCA 스텝 검사)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100.8±9.42 116.70±10 

02.124 0.162 

통제군 111.2±19.07 120.10±18.34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심폐지구력의 변화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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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간 복합운동 전 후 신체적 자기 효능감의 변화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신체

표현 자신감, 인지된 신체 유능감)의 변화는 다음<표 13>과 같다. 

 

표 15.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27.81±3.39 32.10±4.01 

6.326 0.022* 

통제군 28.17±4.29 28.65±2.97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 운동군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통제군은 사전 값을 유

지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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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표현 자신감 (Physical Self- Presentation Confidenc PSPC)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신체표현자신감(신체적 자

기효능감의 하위영역) 변화는 다음<표 14>과 같다. 

 

표 16. 신체표현 자신감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11.26±2.61 12.91±2.37 

0.037 0.850 

통제군 12.44±2.49 13.85±2.53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검사인 인지된 신체 표현 자신감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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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된 신체 유능감 (Perceived Physical Ability PPA)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인지된 신체 유능감(신체

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변화는 다음<표 15>와 같다. 

 

표 17. 인지된 신체 유능감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16.55±4.20 15.72±4.31 

6.467 0.020* 

통제군 19.19±3.93 14.80±3.88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검사인 인지된 신체유능감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05), 운동군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통제군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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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간 복합운동 전 후 신체활동량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운동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변화하

는 일상생활 신체활동량을 확인하기 위해 가속도계(ActiGraph GT3X+, 

Pensacola, FL, USA)를 사용하여 운동프로그램 시작 전 후 1주일간의 대

상자들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였다. 가속도계로 수집된 신체활동량의 자료

분석 기준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인 지

적장애인들의 신체활동량을 분석했던 A. Dixon-Ibarra 등(2013)의 연구

를 참고하였다. 분석 과정 중 착용 시간 타당도 기준치에 미달되는 인원이 

운동군의 경우 2명이었고 통제군의 경우 4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의 

자료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운동군 8명과 통제군6

명의 신체활동량 자료가 최종 분석결과에 포함 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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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12주간 복합운동 전 후 신체활동량의 변화 결과표 

구분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운동군(n=8) 78.37±37.18 105.77±53.42 

0.047* 

통제군(n=6) 67.86±31.53 62.25±20.70 

하루 평균 

MVPA량 

운동군(n=8) 43.29±21.59 55.11±26.52 

0.015* 

통제군(n=6) 29.83±14.13 21.51±12.79 

하루 평균 좌식 

생활 시간 

운동군(n=8) 14.77±1.62 13.50±1.91 

0.016* 

통제군(n=6) 13.66±2.32 14.45±2.91 

평균 보행 수 

운동군(n=8) 6.67±2.09 8.27±2.01 

0.035* 

통제군(n=6) 5.3±1.26 4.61±2.47 

Values are M±SD,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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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Average kcals per day)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average kcals per day)변화는 다음<표 17>과 같다. 

 

표 19.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78.37±37.18 105.77±53.42 

4.905 0.047* 

통제군 67.86±31.53 62.25±20.70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5), 운동군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통제군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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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루 평균 MVPA량 (Average MVPA per day)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하루 평균 하루 평균 

MVPA량(Average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per Day)변

화는 다음<표 18>과 같다. 

 

표 20. 하루 평균 MVPA량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43.29±21.59 55.11±26.52 

8.078 0.015* 

통제군 29.83±14.13 21.51±12.79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하루 평균 MVPA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p<0.05), 운동군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통제군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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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루 평균 좌식생활시간 (Daily average of sedentary hour)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하루 평균 좌식생활시간

(Daily average of sedentary hour)변화는 다음<표 19>과 같다. 

 

표 21. 하루 평균 좌식생활시간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14.77±1.62 13.50±1.91 

7.763 0.016* 

통제군 13.66±2.32 14.45±2.91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하루 평균 좌식생활시간의 변화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며(p<0.05), 운동군의 경우 감소한 반면 통제군은 증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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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 보행 수 (Average steps) 

 

12 주간 복합운동에 따른 운동군과 통제군의 평균 보행 수 (Steps Per 

Minute)변화는 다음<표 20>과 같다. 

 

표 22. 분당 보행 수 변화 결과표 

그룹 사전 사후 F 시간*그룹 

운동군 6.67±2.09 8.27±2.01 

5.617 0.035* 

통제군 5.3±1.26 4.61±2.47 

Values are M±SD, *p<.05, **p<.01 

 

12주간의 복합 운동에 따른 분당 보행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p<0.05), 운동군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통제군은 감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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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은 이들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및 

사회적응기술의 제한으로 인해 신체활동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별히 

성인기의 지적 장애인들은 학령기에 교육시설을 통해 제공 받았던 신체활

동의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취업 및 직업교육 등과 같은 성인기에 요구되

는 발달 과업의 부담으로 인해 신체활동 수준이 다른 연령대의 지적장애인

들의 비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 Dixon-Ibarra 등, 

2013; 강유석 & 김대현, 2010). 결국 성인 지적장애인의 비 신체활동적인 

생활습관은 체력저하와 건강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해주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기의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참여와 관련하여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이들이 다양한 내적 및 외적 제한환경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참여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내적 동기이다(Baranowski 등, 2002). 신체

적 자기효능감은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한 신체 기능의 개선

이나 운동기술 습득의 주관적인 인지 과정으로 인해 향상될 수 있다

(Hutzler & Korsensky, 2010).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적

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이들의 신체활동적 생활 습관을 세우는데 있어 초석을 닦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논의를 실험적 방법으로 확인 하기 위해 진행 

되었다. 즉, 성인기의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의 복합 운동이 이

들의 건강체력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신체 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

회 지적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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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건강체력의 변화 

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건강체력은 장애인에게 있어도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별히 장애로 인한 개인 및 사회

적 제한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건강

체력은 이들의 기능회복과 신체기능 퇴화 및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강조되

지 않을 수 없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복합운동의 참여로 인해 연구 대상자들의 신

체조성,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골격근량은 시간에 따라 운동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제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근 지구력

에서는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p<0.05) 운동군의 경우 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통제군

에서는 사전 값을 유지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P Calders 등(2011)은 평균 42세의 성인 지적장애인 45명을 대상으

로 복합운동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대사능력과 건강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20주동안의 주2회 70분의 복합 운동이 

연구 참여자들의 총 콜레스테롤량과 심페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복합운동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

기에 학령기의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합운동의 효과를 확인한 연

구를 살펴보면, 김선영 & 정유진(2008)의 연구에서는 16주간의 복합운동

에 참여했던 비만 지적 장애 학생의 신체조성(체지방률, 체지방 량, 허리 

엉덩이 둘레비율)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집단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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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최대산소섭취량, 운동 지속시간, 최대 환기량에서도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근지구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상황을 이유로 선행연구에 

비해 짧은 기간의 운동 중재를 연구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선행 연구

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 진행된 중재기간보다 많은 16주, 20주 이상의 많

은 시간을 중재 기간으로 둔데 반해 본 연구에서 12주만을 중재기간으로 

설정하여 신체조성 및 다른 체력변인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

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성인기의 지적장애인은, 학령기의 지적장애인에 

비해 부모의 보호 및 관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식이섭취의 통제

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운동이 제공 되었다 하더라도 이

들의 신체조성의 변화를 유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운동 중재가 고강도의 복합운동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흥미와 이들의 

실생활 적용 측면에 맞춘 운동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측면에서 

고가의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와 트레드밀를 이용하여 운동프로그램을 진행

했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 한

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변화 

내, 외부적 제한 요인으로 신체활동 참여가 자유롭지 못한 성인기의 지

적장애인에게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이들이 이러한 제한을 뛰어넘어 신체활

동을 가능하도록하는 가장 중요한 내적 동기이다(Baranowski 등, 2002).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체력 및 운동 기술 습득과 같은 신체적 기능향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과정을 통해 증가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중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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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것은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Hutzler & 

Korsensky, 201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규칙적

인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증가하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성인기의 지적장애

인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성인기의 지적 장애인들에게 12주간의 복합운동을 제공한 결과 이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통제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신체적 자기 효능감의 하위 검사인 신체표현 자신감, 인지된 

신체 유능감 영역 중 어떠한 하위검사가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높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하위검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신체표현 자신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인지된 신체 유능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결과가 신체표현 자신감 보다는 인지된 

신체 유능감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운동을 통한 인지된 신체 유능감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이 단편적으로 

신체적 부분이라는 한정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Biddle & Mutrie, 2008)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 정도는 신체활동이라는 주요 

요인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Dishman, Washburn, 

& heath, 2004; A. E. Hardman & Stensel, 2003). 본 연구의 결과는 

운동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음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송근영 & 정연택(2011)은 평균 17.1세의 다운증후군 지적 장애학생들

에게  24주간 주 3회 하루 50분씩의 규칙적인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제공

한 결과 이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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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였으며, 김병남(2007)은 스트레칭 훈련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

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 5주간, 매주 5일

에 걸쳐 하루 3회씩 총 7회의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한 후 대상자들의 신

체적 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변화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홍선옥 (1995)

은 운동참여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의 관련된 연구에서 운동에 대한 수행 

성취감이 높은 집단이 수행 성취감이 낮은 집단 보다 인지된 신체 능력이 

높았다고 하였고, Karwoski, Garratt & Ilardi(2006)는 자신들의 연구결과

를 통해 유산소운동이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신체적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규칙적인 운동 참여가 세부 운동 과제에 

대한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개선하

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Bodin & 

Martinsen(2004)의 의견을 본 연구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 소극

적인 지적 장애인들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권해야 할 근거로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활동량의 변화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수준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매

우 부족한 상태이며(A. Dixon-Ibarra 등, 2013; 강유석 & 한동기, 2010; 

권현진, 정진욱, 양한나, & 김연수, 2009), 특별히 성인기의 지적 장애인의 

신체활동 수준은 고령의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건강 

및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 Dixon-Ibarra 

등, 2013). 적절한 신체활동은 성인기의 지적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학문적으로 이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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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현실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및 학문적 당위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진행된 본 연구 결

과, 규칙적인 12주간의 복합운동프로그램의 참여 후 운동군의 신체활동량

이 통제군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인들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규칙적인 운동의 참여

가 신체활동적 생활습관을 개선 할 수 있다는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한다. 성인기의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기에 학

령기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권현진 등 

(2009)은 비만 지적장애 남자아동을 대상으로 8주간의 음악줄넘기활동을 

시킨 후 운동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량이 통제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보고하며 운동프로그램 계획 시 음악을 통한 신체활

동 동기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Ulrich, Burghardt, Lloyd, Tiernan & 

Hornyak(2011)은 다운증후군 아동들에게 자전거 타는 기술을 가르치고 

1년 후에 이들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한 결과 이들의 좌식생활의 시간이 줄

고 여가 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며, 지적장애인들이 중재

환경만이 아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운동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신체활동에 대한 결과를 설명

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의 접

근성이 떨어지는 고가의 중량운동 장비를 사용한 운동이 아닌 이들의 흥미

와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한 리듬 및 밴드 운동 프

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운동이 종료된 후에 확인된 운동참여자들

의 일상생활 신체활동량의 변화는 운동참여자가 운동기간 중 습득한 운동

프로그램의 내용을 운동이 종료된 후에도 운동에 대한 흥미와 같은 내적 

동기에 의해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려 한다는 논리로 설명 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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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하면,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12주간 배운 리듬운동과 밴드운동

을 운동이 종료된 후에도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행 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체활동량의 변화는 앞서 논의한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변화와 관

련지어 설명해볼 수 도 있다. Peterson 등(2008)은 평균 32.7세의 성인

기의 지적장애인 1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연구에서 신체적 자기효능

감과 신체활동량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신체활동량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해당선행연구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인 운동의 참여로 인한 운동 참여자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의 변화가 이들의 신체활동량의 개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

하다. 즉, 운동 참여로 증가한 신체 기능에 대한 주관적인 자신감이 이들

을 신체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

기의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신체활동은 이들의 흥미 및 실생활에 적용적 측

면을 고려하여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 되어

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이들에게 정기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지속으로 제공

해 주어야만 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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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기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리듬운동과 밴드운

동으로 구성한 12주간의 복합운동을 실시 함으로써 변화하는 대상자들의 

건강체력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신체활동량을 알아보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한 걸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12주간의 리듬운동과 밴드운동으로 구성한 복합운동은 성인기의 

지적장애인의 골격근량 증가 및 근 지구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12주간의 리듬운동과 밴드운동으로 구성한 복합운동은 성인기의 

지적장애인의 인지된 신체 유능감을 증가시켜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개선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12주간의 리듬운동과 밴드운동으로 구성한 복합운동은 성인기의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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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제한을 이유로 표본의 수가 많지 않

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

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표본을 모집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제한을 이유로 무선할당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무선할당이 이루어진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량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운동 종료 

후 1주일간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였다. 이는 보다 지속적인 신체활동적 

생활습관의 유지결과를 알아보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신체활동적

인 생활습관의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종료된 후에도 장기간의 

지속적인 추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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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mbined Exercise Training on Physical Self-

Efficacy, Physical Activity Level and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 Ga-Ra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been well documented that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end to have sedentary lifestyle. Consequently, it may 

increase a risk to develop obesity,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To address this issue, participating regularly in a 

supervised physical activity program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and treat these problems.  

Physical self-efficacy is one of the main factor affecting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is affected by cognition process 

of improved physical function by regular exercise.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ombined 

exercise (consist of band exercise and rhythmic activity) on 

physical self-efficacy, physical activity level and health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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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fitness for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12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ere recruited for the 

exercise group and 11 for the control group separately. Because 

of this research limitation, Baselin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use of a Student t test for independent samples to determine 

if an initial difference existed between groups. 

 Exercise program using thera-band exercise and rhythmic 

activity involved 90 minute session, two times per week for 12 

weeks. The physical fitness test set (bioelectrical impedance for 

body composition, grasping power for muscle strength, sit up for 

muscle endurance, sit and reach for flexibility, step test for 

cardiorespiratory) was used to measure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and accelerometer was used to measure physical activity 

level. In addition, physical self-efficacy was measured by 

questionnaires.  

The findings showed that combined exercise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physical self-efficacy and physical 

activity level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addition, the 

program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muscle 

endurance.  

The present results provide preliminary evidence to support 

the use of combined exercise to improve muscle endurance, 

physical self-efficacy and physical activity level for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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