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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 35조), 함
께 운동하고 싶은 사람과 장소를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
리는 현재까지도 장애인들이 건강증진과 관련한 법적 권리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 국민의 운동 실시율도
감소하였지만,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체육시설의 폐쇄로 장애인의 운동 실시율은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이동과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지체장애인은 운
동 장소에 대한 제약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본원에서는 운동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건강 문
제를 예방하기 위해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부터 가정 내에서 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운동 영상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6주의 운동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건
강체력 변화 등을 통한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운동 지도(실험군)는 기개발된 운동 영상을 보고 개별적으로
운동을 실시(대조군)하는 것에 비해 건강 체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별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중단하였다가 온라인으로 같이 운동
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고, 전문적인 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만족했다고 응
답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운
동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컨텐츠가 개발되길 바라며, 향후 장애유형별 잔존기
능수준에 따른 1:1 또는 그룹 운동을 실시할 때 대면을 통해 사전에 신체적 기능상
태를 평가하고, 운동의 개입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따른 성과관리를 실시하는 등
전문적인 효과성 평가가 포함된 건강증진 활동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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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의 신체활동 및 운동은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잔존기능 유지 및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김정숙,
구교만, 2017)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전 국민의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 실시
율이 60.1%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문화체육관광부, 2020b), 같은 해
장애인의 운동 실시율은 24.2%로 더욱 낮았음(문화체육관광부, 2021)
○ 장애인은 최근 1년간 운동을 실시한 경우가 2019년 77.0%에서 2020년 49.4%
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장애인의 신체기능 감소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문화체육관광부, 2020a; 문화체육관광부, 2021)
○ 지체장애인은 움직임과 이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으로 인해 운동을 참여하는 데 있어 제약이 큰 상황임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튜브, 모바일 디바이
스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가정기반 운동프로그램(홈트레이
닝)이 확대 및 보급되고 있음
○ 그러나 비대면 방식의 운동 컨텐츠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확대되
고 있는 반면, 장애인이나 장애유형을 고려한 콘텐츠는 제한적임
○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대안적으로 유튜브, 온
라인 화상회의앱, SNS를 활용한 운동 영상이나 실시간 운동을 지도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지원이나 구체적인 수행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운동 참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운동 지도와 운동 영
상을 제공하는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건강체력 변
화를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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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유형 및 개별 신체상태에 따른 개입 목표 설정, 운동지도, 목표에 따른
참여자들의 성과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운동 컨텐츠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체장애인
들의 운동 컨텐츠도 다양한 확대가 필요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문헌 연구
- 지체장애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
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함
-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 중재프로그
램에 대한 선행연구,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수행한 연
구를 검토하여 운동 중재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 운동 중재프로그램 실시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연구참여자 22명을 모집하여 사전에 신체
계측과 설문을 실시하고, 신체상태에 따라 유사실험설계를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였음.
-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6주간의 운동 중재프로그램(실험군: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운동지도 / 대조군: 2020년 기개발된 운동 영상 개별
시청 안내)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였음
- 6주간의 운동 중재프로그램 실시 후에 사후 신체계측 및 설문,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참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 6주간의 운동 중재프로그램 실시 결과에 대한 운동지도자 및 연구진 회의
를 2회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 중재프로그램 진행 시에 유의할 점 등을 자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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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결과
○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 결과
- 보행에 제한이 있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장
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들에 비해 운동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았음
- 또한, 이들은 보장구에 의존적일수록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욱 낮게
응답하였음. 즉,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신체 및 심리적인 차원의 건
강에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
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운동 참여방식도 제한
적임
- 이는 국내 장애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이 이동성 감소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
나고 있음(American Association on Health and Disability, 2020).
○ 22명의 6주 운동 중재프로그램 전후 변화
- 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참여 후 허리둘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고, 수축기혈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개선된 결과가 나타남.
- 또한, 그룹 내 사전과 사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운동군의 경우 운동프
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양쪽
어깨의 관절가동범위(앞, 옆, 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 즉,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6주간의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은
근력을 제외한 체중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혈압, 유연성(관절가동범위)
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개별 심층면담 결과
- 연구참여자들의 운동 참여율이 참여 전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신체 및 개인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며, 2~3명은 시간이 없거나 건강
문제로 참여가 어려웠다고 밝혔음). 이는 6주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효과성 검증 결과를 보완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임.
- 또한, 운동참여율 향상 뿐 아니라 활기를 되찾거나 숙면을 하게 되는 등
신체 및 심리적 건강상태도 개선되었음. 또 다른 측면은 스스로 운동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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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 개선, 참여자의 운동 참여를 통한 가
족 간의 유대관계 개선 등이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포
착되었음

4. 결론 및 제언
○ 지체장애인은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신체 상황(중증도, 운동 가능 부위)과
운동 여건(외부활동 가능 여부,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 등)이 매우 다름.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개별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온오프라인 병행, 개별
상담, 가정방문형 등)의 운동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보조 인력의 투입이 필요함
- (그룹 운동 지원: 소규모) 장애인복지관 또는 보건소, 그 외 장애인 체육시
설에서 신체 상태에 대한 계측 및 효과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방향적이고, 일률적인 수업을 진행해왔
음.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던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방식도 유사하게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웠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거나 서비스 지원 대상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전반적인 신체활동
참여율이나 질적 수준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이에 의료인, 특수체
육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사전에 운동프로그램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잔존기능
의 향상을 위한 지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개별 상담과 맞춤형 운동 지원,
보조 인력의 투입 등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함
- (개별 운동 지원: 가정 방문형)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형 운동 지도가 필요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소속의 각
지역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이나 자가운동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찾아가
는 헬스케어’ 사업을 수행 중임. 정보메신저 또는 동료상담가로 활동하는
척수장애인 1명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1년
에 약 4회에서 최대 6회까지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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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인 운동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운동 지원으로 개별 상
태에 따른 운동단계별 지도를 통한 운동 수준 향상도 동반되어야 함
- 지체장애인의 경우, 운동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특정 종목의 단기성 수업이나 신체의 제약이 있다
는 이유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제한하는 초급 단계의 낮은 수준(예: 스트
레칭)의 운동 지도나 운동 영상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소수의 장애인 전문체육인을 양
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인 차원(생활체육인)의 수준별 운
동 서비스(예: 중급, 고급)에 대한 개발도 필요함
○ 집단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시설 이용 제한이 계속 이어질 경우, 장애인 편
의시설이 설치된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시간
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지도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함
- 현재 일부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운동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튜브나 온라인 화상
회의 앱을 통해 운동이나 건강행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1개 이상 파악된 성인
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목표를 설정하고, 모바일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약 6개월 동안 개인의 건강 습관을 개선하는 보건
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음. 해당 사업의 경우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에 포함되어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건소 인력 확충을
통한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유사 사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맞
춤형 헬스케어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면
접조사표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취약하고, 건강 위험 요
소가 높은 노인을 선정하여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 전문 간호사의 월 2회
방문을 통한 당뇨나 혈압 측정 및 건강 식이요법 안내 등을 실시하는 시범
사업도 수행 중임
○ 코로나19 이전까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방문재활서비스를 통해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칩거장애인을 위한 운동을 지원(연간 최대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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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하였으나, 현재 선별진료소 병행근무, 잦은 인력교체 등으로 실제 서비
스 수혜 인원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맞춤형 운동(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으
나,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운동을 포함한 다
양한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활동 지원에 대한 욕구 조사, 실제
서비스 수혜 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신체활동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그 외 운동 동기부여를 위한 소규모 네트워크 형성 지원이나 개인의 건강관
리를 통한 의료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인센티브 제도를 도
입하는 방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위드코로나 전환 시 장애인의 운동 지원
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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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의 신체활동 및 운동은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잔존
기능 유지 및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김정숙, 구교만,
2017).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 국민의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 실시율이 60.1%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
고(문화체육관광부, 2020b), 같은 해 장애인의 운동 실시율은 24.2%로 더욱 낮게
조사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특히 장애인들의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여부 비
율을 살펴보면, 2019년 77.0%에서 2020년 49.4%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장애인의 신
체기능 감소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a; 문화
체육관광부, 2021).
지체장애인은 15개 장애유형 중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신체변형장
애가 포함된 유형으로, 신체의 이동과 움직임 등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장애이다.
보행에 제한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
분히 마련된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운동 공간 6㎡당 1명 거리두기
실시, 수영장 이용정원 50% 이하 제한, 운동프로그램 10인 이하 운영 등으로 이용
1)

이 제한되고 있다. 이렇듯 지체장애인들의 운동 참여 제한은 건강 악화 뿐 아니라
의료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므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이들
의 건강 위협 문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건물, 도로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접근성의 제한을 받
으며, 일반 운동 기구 사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운동프로
그램 개발 및 기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김지영, 송기호, 김
동일, 2020; 신영일, 이형수, 2004; 이상욱, 최혜정, 2014; 이혜진 외, 2019; Kim et
al., 2019; Froehilich-Grobe et al., 2014 등), 대부분 대면으로 운동을 지도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많았다.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다양화(2021.02.17.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
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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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튜브 뿐만 아니라 Wii,
어플리케이션, 피트니스 트래커 등 운동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실시하는 가정기반
운동프로그램, 이른바 홈트레이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방식의 운동
콘텐츠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이나
장애유형을 고려한 콘텐츠는 국립재활원이나 장애인체육회, 장애인복지관 등 일부
기관들에 의해 유튜브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일부
운동 콘텐츠의 경우에는 장애의 유형, 중증도, 동반질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콘텐츠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스트레칭 영상에 가깝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홈트레
이닝 영상 개발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두 건 정도에 불과하다(김정환 외,
2020; 김지영 외, 2020).
운동 영상 외에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종합체육센
터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앱(ex. 유튜브, 네이버밴드, zoom 등)을 활용한
2)

실시간 운동지도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나 구체적인 수행 가이
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을 위해 기개발된 운동 영상 및 온라인 화상회의
앱(zoom)을 활용하여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건강체력
변화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운동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효과성 검증은 두 가지로, 먼저 운동 영상 및 실시간 화상회
의 앱을 활용한 운동 지도(실험군)와 기개발된 운동 영상을 보고 개별적으로 운동
을 하는 방법(대조군)이다. 사전·사후 비교를 통한 충분한 효과성 검증을 실시함
으로써 다양한 장애 특성이 포함된 지체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 맞춤형
운동지도, 개입 목표 설정 및 목표에 따른 참여자들의 성과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만
큼 지체장애인들의 운동 콘텐츠도 꾸준히 개발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의왕시장애인체육회 ‘어울림 홈트 프로젝트’ 큰 인기(2021.05.13. 임진흥, 권재민 기자), 출처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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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 중 하지기능의 제한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운동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
하고,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장애인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 지체장애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생
활체육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확인한다.
둘째,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 중재프로그
램에 대한 선행연구 및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 참여자를 위한 최적의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셋째, 지체장애인을 위해 2020년 개발된 운동 영상 및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
용한 6주간의 실시간 운동지도를 통해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실시한다.
넷째, 운동 중재프로그램의 전후로 측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설문 및 신체계측,
의견조사를 통해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가정, 직장 등
장소와 관계없이 운동을 지원 및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내 장
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개입 목표
설정 및 참여자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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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의 연구추진절차는 [그림 Ⅰ-1]과 같다.

연구 계획 수립
⇓
임상연구윤리위원회
(IRB) 심의신청
⇓
국내외 문헌 검토
⇓
운동 중재프로그램 기획
⇓

운동 중재프로그램 실시

▸ 세부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문헌 검토
⇓
▸ 임상연구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신청 및 승인
⇓
▸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 중재프로그램과 관련한 국내
외 문헌 검토
▸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
▸ 효과성 분석을 위한 집단 구분
▸ 각 집단별 운동 중재프로그램 구성
⇓
▸ 연구 참여자 22명의 사전설문 및 신체계측 실시
▸ 유사실험연구의 집단 배정 결과에 따라 운동 중재프로그램
실시
▸ 약 6주간의 운동 중재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설문 및
신체계측 실시, 참여 후 개별 의견조사

⇓
운동 중재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혼합연구방법)
⇓
전문가 및 운동지도자
자문회의

⇓
▸ 1개의 실험집단과 1개의 대조군 간의 차이 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양적 연구)
▸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한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
화 탐색(질적 연구)
⇓
▸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대상 운동 중재프로그램의 분석
결과 공유
▸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시 고려사항, 유의사항 등을 자문 받음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보고서 작성 및 발간
[그림 Ⅰ-1] 연구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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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3)

1.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실태

15개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인은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신체변형장
애로 신체의 이동과 움직임 등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장애이다. 장애로 인한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존기능의 유지 및 회복이 중요한 만큼 꾸준한 운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특히 이동에 제한이 있는 지체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된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활
동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장애유형 뿐 아니라 보행 여부를 통
해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휠체
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건강 및 체력에 대한 인식
장애인 스스로가 응답한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좋다(매우 좋다+좋다)’의 비율
(26.3%)보다는 ‘좋지 않다(전혀 좋지 않다+좋지 않다)’는 인식(33.3%)이 더 컸다. 다
만 ‘좋지 않다’는 인식은 전년도(2019년) 대비 향상하였다.

[그림 Ⅱ-1]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연도별)
3) 해당 내용은 2019,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보고서의 수치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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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별로 비교해볼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의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이 부정적인
편(‘좋지 않다’, 39.1%)이다.

[그림 Ⅱ-2]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성별)

6개 장애유형별로 구분해볼 때 지체장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율(전
혀 좋지 않다+좋지 않다)은 33.6%로, 안면, 간, 호흡기, 신장, 심장, 장루·요루, 뇌
전증, 정신을 포함하는 기타장애(47.7%)와 뇌병변장애(4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
았다.

[그림 Ⅱ-3]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장애유형별)

특히 이동에 제한이 있는 보행 정도에 따른 구분의 경우, 보장구에 의존할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완전 보조 68.2%, 일부 보조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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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독립 보행 29.2%)이 높게 나타나 이들의 건강 인식 변화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Ⅱ-4]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보행정도별)

체력 상태에 대한 인식 또한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보
행 정도에 따른 구분에서 보장구의 의존 정도가 높을수록 체력 상태가 ‘좋지 않다’
고 응답하는 비율(완전 보조 69.4%, 일부 보조 보행 515%, 독립 보행 31.0%)이 높
게 나타났다.

[그림 Ⅱ-5] 장애인의 체력상태에 대한 인식(보행정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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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체육 실행 실태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행된 전 국민을 표
본으로 한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주 1회 이상 운동을 실
시한 비율은 60.1%로 전년 대비 5.1%p 감소하였다. 같은 해에 실시된 장애인 생활
체육조사 결과에서 장애인들의 운동 실시 비율은 24.2%로 전년 대비 0.7%p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운동 실행율은 약 3배 수준의 격차
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Ⅱ-6] 주 1회 이상 운동 실시율

장애인의 최근 1년간 운동 실시율을 살펴보면, 전년도인 2019년 77.0%에서
49.4%(2020년)로 유례없는 감소폭을 나타내어 팬데믹으로 인한 장애인의 건강관리
에 대한 어려움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장애유형별 구분에 있어서는 지체
장애 유형이 50.2%로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보행 정도별 구분을 살펴보면 일
부 보조가 필요한 보행상태가 38.4%, 완전 보조가 필요한 보행상태가 19.3%로 보장
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운동 실시율은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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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1회 평균 운동 시간(운동 경험자 기준)의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
능한 경우(독립보행자)에는 ‘30분~1시간 미만’(33.1%)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부 보행에 보조가 필요한 자(일부 보조 보행자)와 보행에 완전
도움이 필요한 경우(완전 보조자)는 ‘30분 미만’(각각 44.1%, 39.5%)이 가장 높았다.

[그림 Ⅱ-7] 주 1회 이상 운동 실시율

또한, 운동 참여 강도의 경우에도 독립보행자는 ‘중강도’(49.2%)에 해당하는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부 보조 보행자는 ‘저강도’(60.0%)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동 참여 시간 및 강도에도 보행 가능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8] 운동 참여 강도(보행정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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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동 참여방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인 운동(홈 트레이닝 등)’의 참여 비
율이 78.3%로 가장 높은 상황인데, 완전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에
방문하여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7%로 독립 보행이 가능한 경우(14.8%)
와 일부 보조 보행이 가능한 경우(14.2%)에 비해 크게 높았다.

[그림 Ⅱ-9] 운동 참여 방식(보행정도별)

또한, 완전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은 운동 종목에 있어서도 걷기 및 가벼운 달
리기(22.7%)보다는 맨손체조(24.7%)의 비율이 높아 다른 장애인에 비해 제한이 큰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Ⅱ-10] 운동 참여 종목(보행정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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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영 종목에 대한 참여 비율(12.9%)이 타 구분(독립 보행 3.8%, 일부 보조
보행 3.5%)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영장 운영의 제한은
이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완
전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운동 참여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생활체육활동의 환경 및 여건
장애인의 운동 목적은 주로 ‘건강 및 체력관리’인 경우가 82.9%로 가장 높고, 지
체장애의 경우에는 뇌병변장애(32.0%)와 유사하게 치료목적을 제외한 재활운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응답(13.7%)이 높았다.

[그림 Ⅱ-11] 운동 참여 목적(장애유형별)

또한, 완전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재활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
(48.4%)이 높게 나타났다(일부 보조 보행 26.2%).

[그림 Ⅱ-12] 운동 참여 목적(보행정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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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사항은 완전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역시 ‘이
동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비용 지원’ 등은 증가한 반면, ‘이동 지원’과 ‘보조인력’ 등에 대
한 비율은 감소하여 완전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의 운동 참여율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조인력’과 ‘이동 지원’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56.4%)이 전년 대비 3.7%p로 소폭 상승하였다. 보행 가능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살펴보면, 완전 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40.7%로 가장 낮아 주변 시설에 대한 인지도
에도 차이가 큰 상황임을 알 수 있다(독립 보행 57.8%, 일부 보조 보행 51.6%).

[그림 Ⅱ-13] 장애인의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보행정도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편도)의 경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전용 공공 체육시설’이 평균 21.13분으로 가장 높고, 보행에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평균 25.51분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더욱 길었다.
이들이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는 ‘감염병(코로나19 등)의 전염
이 우려되어서(9.2%)’의 비율보다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65.1%)’의 응답 비율
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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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기기 이용 지체장애인 대상 운동프로그램
1)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 보조기기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등 신체기능 및 부위의 손상
이나 절단, 신경학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동작 및 활동의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의 편의 및 원활한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이다(한국
보조공학사협회, 2016). 특히 하지 기능의 장애로 독립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
인은 휠체어, 워커, 목발 등 다양한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동
보조기기는 장애인에게 사회, 여가, 지역사회 등에서의 활동을 가능하며, 삶의 질을
증진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휠체어는 척수장애, 하지 기능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
인 이동 보조기기이다. 하지만 휠체어의 이용은 좌식 활동을 증가시킴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전반적인 신체 활동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섭취 에너지
소비 또한 감소하게 되며, 이는 곧 비만이나 비만으로 인한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이차 질환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지영, 강민
욱, 서욱영, 이지원, 2020). 또한 상지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수동 휠체어의 경우 어
깨, 손목 등의 과도한 사용으로 관절과 근육의 손상을 입게 될 수 있다. 실제로 휠
체어를 이용하는 하지마비 장애인의 약 31~73%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Bayley, Cochran, & Sledge, 1987; Pentland & Twomey, 1991),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이동성 손실, 신체적, 사회적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tierres, Thompson, Kemp & Mulroy, 2007; Salisbury, Nitz & Souvlis,
2006).
신체 활동 및 운동은 비만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의 예방,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어깨 관절 저항성 운동
은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깨 관절을 구성하는 주변 근육들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성근, 2009; Ambrosio, et al., 2005). 하지만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건물, 도로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접근성의 제한을 받으
며, 일반 운동 기구 사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운동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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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및 기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춘종, 구교만, 김경숙
(2010)은 휠체어 이용자의 통증 개선 및 근력 증진을 위한 근력 운동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는데 체계적 문헌고찰 및 현장 전문가 2인의 의견을 토대로 chest press,
shoulder external rotation, shoulder abduction, scaption, elbow extension, elbow
flexion, seated rowing, upright rowing 등 총 8개 근력 운동을 제시하였으며, 탄력
밴드(세라밴드), 덤벨 등을 사용하여 주 3회 이상 운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정혁과 고영준(2010)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유산소 운동 기구에 대해 접
근성(휠체어에서 이동이 용이하며, 접근이 쉽도록 의자 분리 기능 등), 안전성(부상
방지를 위한 쿠션 소재 사용), 조작성(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신체
사이즈 조절 자동화, 운동그립부의 조절), 운동성(손잡이 위치 조절 및 다양한 그립
방법으로 운동부위 확대, 상·하지 운동 선택 가능), 경제성(척수장애인, 지체장애인,
노인 등 사용), 심미성(세련되고 유연한 디자인) 등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2)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동프로그램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동 중재 연구를 검토하였다. 문헌 조사는 학술연구정
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한국학술정보시스템(KISS,
Korea Information Service System), 구글 스콜라(Google Scholar), 펍메드(PubMed)
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휠체어 운동’, ‘척수장애인 운동프로
그램’키워드로 검색하였고,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exercise program’, ‘wheelchair AND exercise program’, ‘spinal cord injury AND
exercise program’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된 선행연구 중 휠체어를 이용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동프로그램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휠체어
를 이용하지 않는 지체장애인이나 상지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하
였다. 일차로 선정된 연구 중 운동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조사한 중재연구를 최종
적으로 선정하였다.
김지영, 송기호, 김동일 (2020)은 지체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총 6주 동안 주 1
회 60분씩 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복합운
동프로그램은 스트레칭,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근력 운동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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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밴드, 덤벨,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운동프로그램 참여
후 대상자의 근력과 유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Kim et al. (2019)은 척수장애인 19명을 대상으로 총 6주, 주 3회 60분씩 척수의
손상 부위에 따른 복합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모집된 대상자는 운동군 12명
과 대조군 7명으로 분류하였으며, 운동군은 체육시설에 방문하여 운동에 참여하는
감독하 운동으로 진행되었다. 복합 운동프로그램은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
과 암에르고미터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운동군은 대조군
에 비해 공복 인슐린과 인슐린저항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roehlich- Grobe et al. (2014)는 휠체어 장애인 128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의 가
정기반 운동프로그램이 운동 적응(참여)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모집된 대상자는 관리자가 있는 집단(staff-supported) 69명과 관리자가 없는 집단
(self-guided) 59명으로 구분되었다. 총 1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두 집단에게 공
통적으로 운동 정보, 세라밴드, 전화 상담이 제공되었다. 관리자가 있는 집단은 운
동 지식, 자기효능감, 자기관리 기술 등이 포함된 워크숍, 운동 목표, 주당 전화 상
담 등의 관리를 받았으며, 관리자가 없는 집단은 15회의 전화 상담이 포함된 최소
한의 중재만 제공되었다. 그 결과, 관리자가 있는 집단에서 주당 운동시간이 약 17
분 증가하였다.
이상욱, 최혜경(2014)은 만성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기반 복합운동프로
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총 22명의 만성뇌졸중 환자가 모집되었으며, 운
동군 12명과 대조군 10명으로 구분되었다. 운동군은 총 10주 동안 주 3회 60분 유
산소, 근력, 유연성 운동으로 구성된 휠체어 기반 복합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운동군은 중재 전에 비해 악력, 상체근지구력, 민첩성이 증가하였으며, 대
조군에 비해 활력과 사회적 기능 부문에서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
Jacobs (2009)는 척수장애인 18명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모집된 대상자는 근력 운동 9명, 유산소 운동 9명으로 구분되
었으며, 총 12주 동안 주 3회 30분씩 각각 감독 하에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근력운동 집단은 운동시설 내 운동 기구를 이용하였으며, 유산소운동 집단은 암에
르고미터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심폐체력이 증가하였으며, 근력운동
집단의 근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Nawoczenski et al. (2006)은 척수장애인 42명을 대상으로 총 8주 동안 견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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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운동 중재를 실시하였다. 가정 기반 운동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운동
프로그램 후 어깨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신영일, 이형수 (2004)는 척수장애인 11명을 대상으로 총 8주 동안 주 5회 35분씩
탄력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휠체어 추진 속도가 증가하였
고, 신전 및 굴곡 근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Hicks et al. (2003)는 지체장애인 27명을 대상으로 총 12주 동안 가정 기반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가정 기반 운동프로그램은 스트레칭, 최대 저항성 추진 운
동, 유산소운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운동 중재 후 대상자의 최대산소섭취량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Tordi et al. (2001)는 하지마비 장애인 남성 5명을 대상으로 총 4주 동안 주 3회
30분 감독 하에 휠체어 에르고미터 운동을 실시하였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최대산소섭취량, 심폐 체력이 증가하였다.
<표 Ⅱ-1>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및 중재 결과
저자(연도)

김지영, 송기호,
김동일. (2020)

Kim et al.
(2019)

FroehlichGrobe et al.
(2014)

대상자(N)
지체장애인 12명
(휠체어 이용 장애인
8명)

운동프로그램
∙
∙
∙
∙

총 6주 주 1회 60분
개별 복합운동프로그램
감독하 운동프로그램
∙ 근력 증가 (p<.05)
세라밴드, 덤벨, 모래주머니 ∙ 유연성 개선 (p<.05)
등 이용한 근력 및
유산소운동

∙ 총 6주 주 3회 60분
∙ 손상 부위에 따른
척수장애인 19명
복합운동프로그램
(운동군 12명 vs. 대조군
∙ 감독하 운동프로그램
7명)
∙ 세라밴드, 암에르고미터,
핸드사이클 운동
휠체어 장애인 128명
(관리자 유 69명 vs.
관리자 무 59명)

∙ 총 12개월
∙ 가정기반 운동프로그램
(운동 정보, 세라밴드,
전화상담 등)

만성뇌졸중 환자 22명 ∙ 총 10주 주 3회 60분
이상욱, 최혜정.
(운동군 12명 vs. 대조군 ∙ 휠체어 기반
(2014)
복합운동프로그램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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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과

∙ 공복 인슐린 감소
(p<.01)
∙ 인슐린저항성 감소
(p<.01)
∙ 관리자 유 집단 주당
운동시간 약 17분
증가
∙ 운동군 중재 전에
비해 악력,
상체근지구력,
민첩성 증가
∙ 운동군 대조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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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대상자(N)

운동프로그램

주요 결과
비해 활력, 사회적
기능 항목 유의한
개선

Jacobs, et
al.
(2009)

척수장애인 18명
(근력운동 9명 vs.
유산소운동 9명)

∙
∙
∙
∙

총 12주 주 3회, 30분
감독하 운동프로그램
근력(운동 기구 사용)
유산소(암에르고미터)

∙ 총 8주
∙ 견갑골 중심의 운동 중재
척수장애인 42명
Nawoczenski
(shoulder flexion,
(어깨 통증 유 21명 vs.
et al. (2006)
shoulder external
어깨 통증 무 21명)
rotation)
∙ 가정기반 운동프로그램
신영일, 이형수.
(2004)

척수장애인 11명

∙ 두 집단 모두
심폐체력 증가
(p<.01)
∙ 근력 운동 집단 근력
증가 (p<.01)

∙ 어깨 통증 감소
(p<.001)

∙ 총 8주 주 5회 35분
∙ 휠체어 추진속도
∙ 탄력밴드 운동
증가 (p<.05)
∙ Elbow flexion, shoulder ∙ 신전 및 굴곡 근력
flexion/extension
증가 (p<.05)

∙
척수장애인 34명
Hicks et al.
(운동군 21명 vs. 대조군
∙
(2003)
13명)
∙

∙
총 9개월 주 2회
90-120분
복합운동프로그램
∙
암에르고미터, 근력운동기구

최대하 심폐체력,
상지근력 개선
(p<.05)
통증, 스트레스, 우울
감소 (p<.05)

∙ 총 12주
지체장애인 27명
Keyser et al.
∙ 가정기반 운동프로그램
∙ 최대산소섭취량 증가
(상지장애 없음 20명 vs.
(2003)
∙ 스트레칭, 최대 저항성 추진 (p<.05)
상지장애 있음 7명)
운동, 유산소 운동
Tordi et al.
(2001)

하지마비 장애인 남성
5명

∙ 총 4주 주 3회 30분
∙ 휠체어 에르고미터

∙ 최대산소섭취량,
심폐 체력 향상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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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면 방식의 운동프로그램 운영 사례
1) 비대면 방식의 운동프로그램 관련 연구 및 최신 동향
비대면 방식 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2012년 세
계보건기구(WHO)에서 ‘국가 e-헬스 전략 수단(National eHealth Strategy Toolkit)’을
공표한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비대면 방식의 건강관리, 운동
과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고 있는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를
4)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의
참여 대상은 건강검진에서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성인으로, 고혈압 및 당뇨
질환자를 제외한 보건소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이다. 비대면 운동에 대한 필요성
을 언급하고 있는 황정해 외(2016)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다양한
중재에 대한 건강 결과의 영향을 체계적 문헌 고찰과 참여자들의 경험 탐색 연구를
통해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대체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다양
한 건강 결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중재기간 및
효과 지속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유지 방안 고려하고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기
나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지역 건강증
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김춘남 외
(2020)의 연구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허약 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잔존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셀프케어가 가능한 영역을 검토하였
다. 셀프케어 영역 7개 중 신체활동이 있으며, 이 영역들은 대면+비대면으로 자기
돌봄이 가능한 바, 개인의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 제공 주기 등을 결
4)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
는 사업”임(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내 소개자료).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여(mHealth) 대상자
의 생활습관을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고(teleHealth), 보건소 전문가가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피
드백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 사업(digitalized health system, health analytics)의 일종임”(김진현 외,
2020). 2016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현재 160개소 보건소
가 참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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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지영 외(2020)의 연구에서도 비대면 운동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포함 학계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감염
병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은 필요하며, 보완적으로 운동 전문가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향후 제작될 운동 영상 홍보방안, 흥미 있는 운동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언급한 조주희 외(2015)는 유방암 치료시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강화 요소로 스마트기기의 효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사
선 치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의 효능을 평가하였다. 분
석 결과, 스마트 기기에서의 고강도 신체활동이 설문지 수집의 중강도, 고강도 운동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강화 요인으로 보여
준다. 통상적인 운동 상담보다 통계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 기기의 효능을 보여준다. 해당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암이나 다른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개인화되고 보다 포괄적인 개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제언하였다.
조주희 외(2015)의 연구에서 스마트기기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였다면, 공현중
외(2014)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운동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비만 여성 노
인을 대상으로 운동군 및 통제군을 모집하여 12주간 헬스케어 스마트홈 운동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중 허리둘레에
서 사전․사후 및 운동군 및 통제군의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며, 이는 즉, 12주간의 스마트홈 헬스케어 운동프로그램은 노인의 대사증후군 지표
인 복부비만 개선에 효과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최근 코로나 19 이후에 수행
된 현아현(2021)의 연구에서도 역시 45세 미만의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주 2
회 실시간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운동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한 바 있다. Inbody를 통한 신체계측 결과, 체지방량, 내장지방레벨, BMI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자아존중감 증가와 삶의 만족에 대한 차이도 나타나 온
라인 운동중재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시대에 비만 예방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효과성은 김정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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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의 연구에서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홈트레이닝 적용의 효과성을 검
증한 바 있다. 척수손상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1회당 35분씩 주 4회씩 총 6주간
진행하였고, 그 후 체력적 요인에서 향상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체활
동량의 향상과 기능적 근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홈트레이닝
의 효과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제공
시범사업을 24개 보건소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20). 기
존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소의 담당 인력이 노인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
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방식으로 제공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공받지 못한 사례가 존재하여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건강관
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즉, 비대면 방
식의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가정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이나 건강측정기
기 등을 통해 보건소 직원에게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화가
핵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은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하여
스스로 혈압이나 혈당 체크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며, 보건소는 노인이 직접
확인한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올바른 건강 습관을 유도하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써 건강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다 많은 인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2)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제공 사례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면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장애인체육회, 장애인
복지관, 보건소, 종합체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앱(zoom, 네이버
밴드 등) 및 유튜브를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이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장애유형을 고려한 콘텐츠는 아직까지 제한
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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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관련 자료(2021년 10월 기준)
자료 종류

발간
연도

자료 출처

동영상
(유튜브)

2021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

동영상
(유튜브)

2021

장애인보건
의료센터

편마비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5편)

동영상
(유튜브)

2021

서울재활병원
TV

비대면 운동프로그램(1~3편: 체조댄스)

동영상
(유튜브)

2021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운동을 일상으로(경수 손상)

동영상
(유튜브)

2020

사단법인한국척수
장애인협회

동영상
(유튜브)

2020

대한장애인
체육회

홈트레이닝(복합운동, 스트레칭 영상)

동영상
(유튜브)

2020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비대면 실내운동 – 맨손 근력운동 상체편

동영상
(유튜브)

2020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보호자와 함께 하는 가정 운동 5가지

동영상
(유튜브)

2020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좌식 스트레칭 온라인 콘텐츠

동영상
(유튜브)

2020

충청남도시각장애
인복지관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5분 매트 운동

동영상
(유튜브)

2020

양천해누리
복지관

집에서 혼자 운동하기 – 스트레칭편

동영상
(유튜브)

2020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운동선수 홈 트레이닝 시리즈

동영상
(유튜브)

2020

갤럭시아 SM
Para Sports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20분 홈트레이닝

동영상
(유튜브)

2020

국립재활원

뇌졸중 장애인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건강체조

포스터

2020

국립재활원

자료명
장애인을 위한 5분 근지구력운동(타바타)
집에서 쉽게 따라하는 운동 시리즈(1~7편)
장애인건강UP 시리즈(1~23편)
노년기 여성장애인 재활운동(3편)
뇌졸중 환자를 위한 가정운동프로그램(4편)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을 위한 전신강화 2인 필라테스
슬기로운 집콕운동(비대면 홈트레이닝 시리즈),
그 외 시군구지회 홈트레이닝 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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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자료 종류

발간
연도

자료 출처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가이드북

가이드북

2020

국립재활원

장애인 개별 운동프로그램 영상
(스트레칭, 근력, 서킷)

동영상
(유튜브)

2020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개별 운동프로그램 영상(유산소운동)

동영상
(유튜브)

2019

장애인개발원

스페셜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

동영상
(유튜브)

2019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장애인의 비만관리

리플릿

2018

국립재활원

지역사회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과제지향 보행프로그램

포스터

2017

국립재활원

함께해요 과제지향순환식 운동프로그램

가이드북

2017

국립재활원

과제지향 순환식 운동프로그램

동영상
(유튜브)

2016

국립재활원

활기찬 건강체조(뇌졸중장애인 및 노인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유튜브)

2015

국립재활원

척수 손상인을 위한 건강정보(자가운동 등)

동영상
(유튜브)

2015

국립재활원

운동을 일상으로(흉수손상+비장애인)

동영상(유튜
사단법인한국척수
2014
브)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중관리 프로그램북

책자

2013

국립재활원

110인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권하는 건강한 삶

책자

2012

중앙일보헬스
미디어제작

출처: 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p.228) 참고자료 중 장애인 운동 관련 발췌,
유튜브 영상 검색결과 재정리(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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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서울 동작구 보건소(‘건강 지키는 집콕! 운동’)
○ 대상: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으로 동작구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등록
된 주민이고, 동작구 소재의 운동동아리에 소속된 회원 180명
○ 목적: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에 취약한 만성질환이 있는 동작구민을 대상으
로 비대면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운동 실천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서비스 제공방식: 비대면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 사전 제공 사항: 탄력밴드, 운동기록지, 안전생활수칙, 운동 관련 자료를 담은
운동키트를 대상자에게 미리 배송
○ 서비스 제공내용: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소속의 건강운동사가 유선으로 맞춤
형 운동법을 상담하고, 운동기록지 작성법을 안내하여 일상생활 속 근육을 지
키는 밴드 운동, 건강한 무릎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및 스트레칭, 틈새 순환운
동, 당뇨·고혈압에 좋은 영양관리법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추가사항: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운동전문가가 질환별 운동 시 주의사항, 운동
방법 및 강도설정, 코로나19 건강위험군 감염예방 수칙 등 ‘개인별 맞춤형 모
바일 건강상담’ 진행, 동영상으로 배우는 스마트 건강정보 제공

(2) 구미보건소
○ 목적: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 ·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
애인들에게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지지 및 재활 촉진으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대상: 구미 시민의 법적 등록 장애인(정신 제외), 손상 후 장애진단 6개월 이
내 및 중증장애인 우선(30명)
○ 프로그램 내용: 운동 및 작업치료 키트를 사전에 배부하고, 화상회의로 재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사후 운동일지와 사진을 그룹 SNS에 올려 한 주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고 응원. 총 3개월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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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키트
출처: 구미보건소

(3) 분당구 보건소(집콕LIVE운동)
○ 대상: 성남시통합예약플랫폼 배움숲에서 선착순 모집
○ 참여방법:
① 보건소 방문, 사전·사후 체성분 검사 & 건강키트* 수령
* 폼롤러, 세라밴드, 줄자, 핸드폰 거치대, 스트레칭 안내 리플렛 등

인바디 측정

건강키트

인바디 상담

출처: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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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줌어플을 활용하여 실시간 운동 참여
○ 참여 회기: 매주 월·수(주2회) 총 6주 진행
○ 프로그램 내용: 매주 전신유산소 진행하며, 회차별 맨몸근력 혹은 세라밴드근
력운동, 폼롤러 운동을 함께 진행
<표 Ⅱ-3> 집콕LIVE운동 계획서
회차

프로그램명

내용

1

전신 유산소+맨몸근력운동①

- 전신유산소 및 체중을 이용한 근력운동
(준비운동 10분, 본운동 30분, 정리운동 5분)

2

전신 유산소+세라밴드 근력운동①

- 세라밴드를 이용한 전신근력운동①
(준비운동 10분, 본운동 30분, 정리운동 5분)

3

전신 유산소+세라밴드 근력운동②

- 폼롤러를 이용한 전신 운동①
(준비운동 10분, 본운동 30분, 정리운동 5분)

4

전신 유산소+폼롤러운동①

- 세라밴드를 이용한 전신근력운동②
(준비운동 10분, 본운동 30분, 정리운동 5분)

5

전신 유산소+폼롤러운동②

- 폼롤러를 이용한 전신 운동②
(준비운동 10분, 본운동 30분, 정리운동 5분)

6

전신 유산소+맨몸근력운동②

- 전신유산소 및 체중을 이용한 근력운동②
(준비운동 10분, 본운동 30분, 정리운동 5분)

출처: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 기대효과: 실시간 맞춤형 운동지도를 통한 운동효과 상승,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한 우울감 감소 기대, 다양한 소도구(세라밴드, 폼롤러)
를 이용해 운동 흥미 상승, 전반적 체력을 향상시켜 최상의 컨디션의 몸을 만
들 수 있는 효과 기대 등

(4) 문화체육관광부
○ 2021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와
“집콕운동”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의 함께 지켜요”라는 표어 아래 캠페인
을 진행한 바 있음
○ 코로나19로 체육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
한 간단한 집콕운동을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개별 운동 상담도 제공함
- 운동 영상: 매주 새로운 운동 영상을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은 체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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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센터 운동 처방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하는 운동 영상임
- 상담: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
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운동 상담을 제공하는 것임.

(5) 대한장애인체육회(‘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07년부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운영해왔
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상담, 프로그램 정보 제공,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배
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통해 장애유형에 맞는 종목을 체험하고, 장
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은 전국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각 1명의 인
원이 배치되어 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의 체육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
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승합차를 지원하여 이동을 지원하고 있음.
○ 이용방법: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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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s.oreanpc.kr) 또는 전화(1577-7976)에 방문상담 신청
○ 운영내용: 장애청소년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에 우선 배치 지도, 동호인들의
배치지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도자 파
견지도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및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6) 용인시장애인체육회
○ 본 기관에서는 농구, 체조, 배드민턴, 테니스, 좌식배구, 탁구 등 다양한 운동
종목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설명 영상을 제공
○ 운동방법: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게시제목에 운동명이 적혀 있어 원하
는 운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동진행
○ 운동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Ⅱ-4>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운동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구성 내용

농구 드리블
지도법

농구 기초 드리블 수업 중 나쁜 예, 좋은 예

농구 레이업
지도법

스텝, 키핑, 스냅 설명

체조 1편

1. 양손 허리 후 오른쪽으로 한발씩 옆으로 걷기(왼쪽 반복), 어깨를 돌리며
오른쪽으로 한발씩 옆으로 걷기(왼쪽 반복)
2. 양팔을 접고 오른쪽으로 한번씩 옆으로 걷기(왼쪽 반복), 양팔을 앞으로 밀
며 오른쪽으로 한번씩 옆으로 걷기(왼쪽 반복)
3. 한팔씩 오른손 왼손 번갈아가며 위로 올리기 오른쪽으로 한발씩 옆으로 걷
기(왼쪽 반복), 양팔 옆으로 올렸다 내리기 오른쪽으로 한발씩 옆으로 걷기
(왼쪽 반복)
4. 다리 들어 상체 비틀기
5. 양팔 높이 들고 한발씩 뒤로 찍기
6. 허리 숙여 양팔 옆으로 교차, 양손으로 허리를 받치면서 하늘 보기

체조 2편

1.
2.
3.
4.
5.
6.

숨쉬기
목 운동
등배 운동
손가락 마디 운동
옆구리 운동
하체 운동(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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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구성 내용
7. 골반 운동
8. 발 모아서 밸런스 운동
9. 런지(좌, 우)
10. 발목 운동
11. 숨쉬기(마무리)

체조 3편

의자에 앉아서 하는 체조 하체 근력운동

체조 4편

1.
2.
3.
4.
5.
6.
7.
8.
9.

상체 늘리기
목 운동
팔 운동
양팔 벌려서 상하 움직이기
가슴 모아주기
삼두근 강화 운동
양팔을 길게 펴서 상하 움직이기
양팔 위로 뻗어 가슴까지 당기기
정리운동

배드민턴 1편

1. 하이클리어: 급히 쳐올려진 셔틀콕이 상대편 머리 위를 높이 날아가서 백
코트에 떨어질 때의 그 상태와 방법을 가리키는 말
2. 헤어핀: 네트 가까이에서 짧게 쳐올리기가 이루어지는 것 상대방의 타이밍
을 뺏고, 공격적으로 전환하는데 유리
3. 드라이브: 상대를 기습하기 위해 네트 상단을 거의 스칠 정도로 평행하게
셔틀콕을 치는 기술

배드민턴 2편

푸쉬, 언더, 스매싱 설명

배드민턴 3편

크로스헤어핀, 드롭샷, 커트, 응용 동작

요가 1편

1.
2.
3.
4.
5.
6.
7.
8.

목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
손목 스트레칭
상체 늘리기
다리 스트레칭
상체 비틀기
하체와 옆구리 스트레칭
마무리

테니스 1편

장애유형별(휠체어, 시각, 청각) 테니스 영상 제공

테니스 2편

라켓, 그립(그립 종류, 그립 잡는 법), 공 튀기기

테니스 3편

1단계 - 스스로 랠리하기
1) 코트에 1미터 직경의 사각모형을 그린다.
2) 공을 머리 높이까지 쳐서 원 안에 튀기도록 한다.
3) 라켓 면이 하늘을 향하여 공을 부드럽게 아래에서 위로 치게 하여 마무리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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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구성 내용
2단계
1) 1단계와 마찬가지로 손을 뒤로하고 손등은 위로 향하게 하여(백핸드) 실시
한다.
2) 공을 위로 치며 몸의 앞쪽 옆에서 타점이 되도록 한다.
3단계
1) 2단계와 마찬가지로 손바닥과 손등으로 계속 교대로 실시한다.
2)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포핸드)와 손등이 위로 향하게(백핸드) 교대로 실시
4단계 - 두 사람과 함께 랠리하기
1) 두 사람 앞에 한 개의 원 또는 사각을 두고 마주보고 선다.
2) 차례로 포핸드를 이용하여 공을 머리 높이로 쳐 상대의 원 또는 사각 안
에 튀기도록 한다.

테니스 4편

기본자세, 포핸드 스윙법

좌식배구 1편

오버핸드 패스, 언더핸드 패스 설명

좌식배구 2편

언더핸드 서브, 오버핸드 서브

좌식배구 3편

1.
2.
3.
4.
5.
6.
7.
8.

좌식배구 4편

좌식배구 기술 - 블로킹(공격)
블로킹은 전위에 있는 선수가 반대편 네트에서 넘어오는 공을 팔 동작으로 막
아내는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든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블로킹에서는 손가락 부상
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가락을 완전히 펴는 것보다
살짝 구부리면 넘어오는 공에 손가락을 맞더라도 손가락이 꺾이는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손목을 앞쪽으로 기울이면 블로킹 손동작이 됩
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블로킹을 할 상황엔 어깨 및 상체가 모두 가는 것보단 팔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킹 기술 정면, 왼쪽, 오른쪽 연습 영상 앉은 상태에서 팔 모양과 손 모양
을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요 포인트
가장 중요한 부상 방지를 위해 손가락을 완전히 펴지 마시고 약간 구부린 상
태로 블로킹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과 손 모양을 유지하며 팔만 방향대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식배구 5편

- 공격 기술 스파이크

왼쪽에서 이동 방법
오른쪽에서 이동 방법
정면 왼쪽에서 이동 방법
정면 오른쪽에서 이동 방법
왼쪽 스파이크 자세
오른쪽 스파이크 자세
정면에서 왼쪽 스파이크 자세
정면에서 오른쪽 스파이크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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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구성 내용
잘못된 자세: 공을 밀어서 넘기는 동작은 상대편이 리시브하기 쉽기 때문에 적
절하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 공을 때리는 타점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연습을 꾸준히 하
셔야 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스파이크 동작을 하는 것은 추진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한 손
으로 바닥을 짚으며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스파이크 동작을
해야 합니다.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의 타점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향하도
록 의식하며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며 엉덩이가 떨어지면 폴트에 해당됩니다.
바른 자세: 뒤 또는 옆으로 추진력을 얻어 타점이 위에서 아래 방향도록 꾸준
히 반복 연습하셔야 합니다.

좌식배구 6편

더블컨택
캐치볼
리프팅 반칙

탁구 1편

1. 팬홀더: 오케이 or 팬 잡듯 잡는다.
2. 셰이크: 가위를 한 상태에서 검지는 뒷면 아래 바닥을, 엄지는 그립의 윗면
을 잡아주며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연스레 그립을 감싸준다.
3. 준비 동작(포핸드):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발을 왼발의 반보 혹은 한보 정도
뒤 대각선을 만들어 준다.
4. 준비 동작(쇼트): 탁구대 몸을 가까이하여 넘어온 공이 튀어 오르자마자 칠
수 있도록 준비한다.
5. 스윙 동작(포핸드): 팔에 힘을 빼고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향하게 한 후
대각으로 스윙을 할 때 마지막 위치는 눈썹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
6. 스윙 동작(쇼트): 팔에 힘을 빼고 배꼽에서 준비 후 라켓을 잡은 손에 손등
을 상대방에게 밀어주듯 한다.
7. 포핸드 연속동작
8. 쇼트 연속동작

탁구 2편

1. 포핸드 대각 직선
2. 쇼트 대각 직선
3. 포핸드 쇼트스텝 연결

탁구 3편

1.
2.
3.
4.

포핸드
풋워크
포핸드
풋워크

풋워크
쇼트
풋워크
포핸드 쇼트

뉴스포츠 1편

바운스오프

뉴스포츠 2편

탁구공 계란 판에 옮기기

의자스트레칭

1. 양팔 늘리기
2. 목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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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구성 내용
3.
4.
5.
6.
7.
8.

1.
2.
3.
4.
스탠팅 스트레칭
5.
6.
7.
8.

옆구리 운동
옆구리 늘리기
상체 비틀기
다리들어 늘리기
다리뻗어 상체 숙이기
무릎잡고 허리 비틀기
발목 돌리기
하체 스트레칭
골반 돌리기
상체 비틀기
옆구리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목 스트레칭
전신 늘리기

밴딩 스트레칭

1.
2.
3.
4.
5.
6.
7.
8.

팔 위로 올려 팔꿈치 아래로 당기기
양팔 뒤로 뻗어 등과 어깨 늘려주기
양팔 앞으로 뻗어 허리 돌려주기
팔 측면 위로 뻗어 허리 늘려주기
발바닥에 밴드 걸고 길게 뻗어주기
무릎 가슴쪽으로 당겨 밀기
다리 위로 끌어당겨 늘려주기
양팔 위로 뻗어 상체 늘려주기

매트 스트레칭

1. 손목 돌려주며 다리 털기
2. 발목 늘리기
3. 발목 돌리기
4. 무릎 뻗고 상체 앞으로 숙이기
5. 한쪽 무릎 몸쪽으로 당기기
6. 한쪽 무릎 구부려 눌러주기
7. 한쪽 발바닥 반대쪽 무릎 옆으로 위치시켜 허리 틀어주기
8. 양 무릎 굽혀 허리 비틀기
9. 양반다리 후 팔 위로 늘려 심호흡하기
10. 양손 깍지 끼고 머리 아래로 눌러주기
11. 등 뒤로 깍지끼고 시선 천장 보기

근력 스트레칭

1.
2.
3.
4.
5.
6.
7.

천천히 몸풀기
제자리 워킹
앞으로 워킹하고 힐동작
사이드스쿼트
오픈스텝
니업
사이드 레그레이즈, 스쿼트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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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구성 내용
8. 제자리 워킹(마무리)

전신 스트레칭

1.
2.
3.
4.
5.
6.
7.
8.
9.

천천히 양팔 올리며 숨쉬기
팔 돌리기 후 어깨 돌리기(좌우반복)
한팔씩 길게 밀기 후 호흡하며 내려가기
시져스 동작 후 양팔 위아래로 밀기
골반 밀기
무릎 접고 양팔 L자로 늘리기
양쪽 무릎 번갈아 누르며 스트레칭
양팔 올려서 좌우로 옆구리 늘리기
목 스트레칭하면서 마무리

1. 어깨 늘리기
폼롤러 스트레칭 2. 상체 비틀기
1편
3. 전굴 스트레칭
4. 옆구리 늘리기

보치아 1편

1.
2.
3.
4.

보치아 소개
준비물
투구 방법
장애등급별 설명

보치아 2편

1.
2.
3.
4.

양궁표적지 붙이기
쳐내기
밀어붙이기
비껴 맞고 붙이기

실내조정
한궁
장애인체육,
장애인스포츠,
특수체육
건강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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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조정 소개, 로잉머신 구성, 준비동작, 좋은 예, 안좋은 예 설명
생활체육 한궁의 설치 방법과 장애별 투구 방법
장애인체육, 장애인스포츠, 특수체육에 대한 용어 설명
음악에 맞춰 동작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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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대상: 성인장애인 10명
○ 참여방법: 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 문의
○ 참여 회기:
- 탁구: 5~7월
- 생활체육: 9~11월
○ 매주 목요일 총 20회기 진행
○ 프로그램 내용: 탁구 및 생활체육
○ 진행장소
- 1~1.5단계: 복지관 강당
- 2~2.5단계: 복지관 강당(분반)
- 3단계: 탁구(휴강), 생활체육(비대면 진행)

4. 소결
지체장애인은 장애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며, 그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낙인이나 차별, 거부 반응이 즉각적으
로 나타난다(Papadimitriou, 2008; 이정은 외, 2020). 또한, 휠체어와 같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보장구에 의존적일수록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20a). 즉,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
애인은 신체 및 심리적인 차원의 건강에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운동 실시율이 보장구를 필
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a). 이
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운동 참여방식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설 이용 제한은 운동 참여율 저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동성 감소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
나고 있다(American Association on Health and Disability, 2020). 장애인은 2차 장애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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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해서 잔존기능의 유지 및 회복이 중요한 만큼 꾸준한 운동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수행 가능한
비대면 방식의 ICT 기반 헬스케어사업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기기나 유
튜브 영상,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운동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에 대한 효과성 검증도 일부 축적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해야 될
것이다.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홈트레이닝은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동 자세가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잘못된 자세
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인지 분명하게 평가하고, 올바른 자
세로 교정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수업은 25%만이 효과가
5)

있고, 33%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수업 커리큘럼은 몰입도 높게 준
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건강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
애인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해당 장애유형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운동 중재프로그램의 사례 및 효과성 검증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
서 적용하고자 하는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5)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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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체장애인 대상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내용

1.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에 제한이 있는 휠체
어 장애인 22명을 대상으로 운동 참여율을 독려하기 위한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
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지체장애인은 발생 원인과 장애 정도에 따라 잔존기능에 차
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운동 중재프로그램 구성 시 사전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절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연구대상자, 운동 시작 전후 사정, 신체계측, 운동 중재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만 20~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지체장
애 유형(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절단장애 등 신체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 중 운동 중재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인지적 어려움이 없으며, 운동전문가가 진행하는 총 12회에 걸친 비대면 방식의
운동프로그램에 매 회기 참여가 가능한 자로 선정하였다. 미성년자 및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인지능력을 가진 경우는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은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
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문을 게시
하고, 참여를 원하는 당사자가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에게 자발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진은 전
화 연락을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 참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운동 중재프로그램 시작 전 사정(Assessment)
연구 참여자 모집 후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장애인의 신체 계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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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장소를 섭외하여 연구 참여자가 방문 가능한 날짜에 개별적으로 연구목적
및 필요성, 자발적 연구 참여 철회,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을 설
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 동의서 작성 후에는 인적사항, 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설문 문항 작
성(삶의 만족, 우울, 운동참여 정도 등), 문진을 통한 기능평가(잔존기능 파악)를 실
시하고, 신체상태 측정(휠체어 체중계를 활용한 체중 측정, 혈압, 악력계를 활용한
6)

근력 측정, 관절각도계를 활용한 유연성 측정)을 실시하였다.

사전과 사후에 측정되는 신체활동 측정은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며, 실제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김지
영, 박지혜, 이수연, 2020). 문진 내용은 세부 장애유형, 장애 진행 여부, 앉기, 서기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신체기능, 신체부위별 관절 가동범위, 통증, 활동 정도를 기
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활동 준비상태(Physical 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이하 PAR-Q)를 질문하여 한 항목이라도 ‘예’라고 응답할 경우 의사 면담을 통해 연
구 참여 여부를 논의하도록 안내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 운동 중재프로그램 세부 내용
총 22명의 연구 참여자별 인적사항 및 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사전설문지 작성
및 신체계측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연구진 회의를 통해 실험 및 대조집단을 구분
하고자 하였다. 연구진 회의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장애 정도나 운동 참여 정도가
매우 다양하여 무작위배정(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 따른 집단을 동등화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 design)
에 따라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여 1대1 비율로 운동군과 대조군을 배정하였다. 각
참여자는 아래 <표 Ⅲ-1>에 운동 중재 방법에 따른 2집단 중 하나에 배정 결과를
안내하였다.

6)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 3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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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운동 중재방법에 따른 2집단 구성
구분

참여 인원

운동 중재 내용

운동군

11명

실시간 화상회의 앱(zoom)을 통한 운동지도(주 2회 약 1시간) + 운동 영상 url
제공(운동지도가 없는 날 자율적으로 운동하도록 안내)

대조군

11명

운동 영상 url 제공(횟수나 시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운동하도록 안내)

운동 중재 집단의 배정 결과에 따라 연구 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운동에 대한 동
7)

기를 부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동량이 측정 가능한 스마트밴드를 지급
하여 사용방법을 설명 후 사정 단계를 마무리하였다.

(1) 운동집단군의 6주간의 운동프로그램 내용
운동군의 운동프로그램 내용은 실시간 화상회의 앱을 통해 운동지도자의 지도하
에 주 2회(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 9시) 약 1시간 정도 운동을 따라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고, 보조적으로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날은 개별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자율적으로 2020년에 기개발된 본원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안내
8)

하였다.

지체장애인 중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경우, 운동 참여가 어렵다는 선행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0a)에 따라 직장인 참여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참여
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저녁 시간으로 택하였다. 또한, 가정 내에서 편한 복장으로
진행되는 만큼 참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남녀 참가자들의 시간대를 나누어 진행하
였다.
운동군의 경우 8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6주간 주 2회 총 12회 운동을 실시하였
으며, 운동 내용은 1~3주는 저강도운동, 4~6주는 고강도운동으로 아래 <표 Ⅲ-2>와
같이 구성하였다.

7)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도 활동량을 체크할 수 있는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 밴드를 활용하고 있으
며, 여러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강화요소로 스마트 기기의 효과성을 제시한 바 있다(조주희 외,
2015; 이종식, 이강년, 2018; 하영미, 2019).
8) 선행연구 검토에 따르면, 운동 중재프로그램은 6~12주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고, 본 연구의 중재내용과 유사
한 현아현(2021)의 연구는 45세 미만 비만여성의 온라인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8주간 주 2회 일일 50분 동안
복합운동으로 실시한 바 있음. 다만,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연구일정에 따라 총 6주 주 2회 총 12
회 운동지도로 설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운동지도를 하지 않는 날에는 운동 영상을 통해 복습을 하도록 권장
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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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휠체어 이용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구분

참여인원

운동 중재 내용

비고

목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
손목 스트레칭
상체가슴
5분

상체 등

스트레칭

Warm up

상체 트위스트
허리 숙이기
무릎 당기기
엉덩이 스트레칭
이두 운동
팔

삼두 운동
전완근 운동
숄더 프레스

어깨

40분

근력운동

래터럴 레이즈
체스트프레스

가슴

버터플라이
시티드 로우

등

∙ 상체 운동 2가
지
∙ 코어 운동 1가
지

광배 운동(맨손)
(앉아서) 싯업

코어운동

사이드 싯업
레그 레이즈

팔 위아래로 흔들기
팔 벌려 허리 숙이기
10분

유산소운동

주먹 지르기
주먹 휘두르기

유튜브 영상
활용

양팔 노젓기
양팔 벌려 박수치기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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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시작되는 처음 5분과 마무리 5분은 부상과 운동 후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스트레칭을 진행하였다. 근력운동의 경우 1~3주는 10회 3세트와 세트 사이 휴
식시간 1분 30초로 진행하였으며, 4~6주는 15회 3세트와 세트 사이 휴식시간 1분으
로 진행하였다. 운동지도자는 계획된 운동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운동을
지도하였으며, 실시간으로 운동 자세를 확인하며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신체기능 및 컨디션에 따라 운동프로그램을 조금씩 변형하거나 추가적인 운동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유산소운동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에 게시된 ‘유산소
운동’ 동영상을 이용하였다.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 및 운동지도자가 포함된 SNS(카카오톡 오픈채팅방)를 통
해 운동과 관련된 질의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매 회기 운
동 종료 후에는 그 날 학습한 운동과 관련한 참고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관리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매일 스마트밴드를 통한 활동 기록을 확인하도록 안
내하였다.

(2) 대조군의 6주간의 운동프로그램 내용
대조군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상이 포함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 링크를 통해
영상을 개별적으로 시청하도록 안내하고, 별도의 개입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운
동 중재프로그램 일정이 모두 끝난 이후 원하는 참여자에 한하여 운동군과 동일하게
6주 동안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주 2회 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운동 중재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
약 6주간의 운동 중재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
내에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사전에 방문하였던 신체계측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방
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였다. 또한, 방문 시에는 사전방문 시에 신체계측을
측정한 측정조사원이 신체계측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오차를 최대한 줄이
도록 하였다. 신체계측이 끝난 이후에는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연구
진이 직접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참여 소감, 추후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 중재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을 개별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Ⅲ. 지체장애인 대상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내용

39

2. 연구방법
양적 연구에 포함되는 모든 측정은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총 2회 진행하였
으며, 운동 중재프로그램 종료 후 개별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가 병행되는 혼합연구
방법(A mixed method)을 채택하였다. 혼합연구방법은 개별 사례를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양적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Creswell, 2014). 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많이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장애인 운동프로그램의 효과성 검
증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김지영, 송기호, 2019; 김정환 외, 2020 등).

1) 양적 연구
연구대상자의 인적사항, 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설문 문항 작성(삶의 만족, 우울,
여가시간 운동질문 등), 문진을 통한 기능평가(잔존기능 파악)를 실시하였다. 문진
의 주요 내용은 세부 장애유형, 장애 진행 여부, 앉기, 서기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9)

신체기능, 신체부위별 관절 가동범위, 통증, 활동 정도를 포함하였다.

신장은 가장 최근에 측정한 값으로 기록하였으며, 체중은 휠체어 체중계를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휠체어를 탄 채로 체중을 측정하고, 이후 휠체어 무게를 측정하
여 값을 제외하였으며, 0.1 kg 단위로 기록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신장의 제곱을 체
중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앉은 상태
에서 최대한 몸을 바로 세우고 배꼽을 중심으로 바닥과 수평하게 줄자를 둘러 측정
하였고, 0.1cm 단위로 기록하였다. 혈압은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최소
15분 이상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실시하였다.
근력은 악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양손 모두 각 2회씩 실시하여 가장 높
은 값을 0.1 kg 단위로 기록하였다. 유연성은 관절각도계를 이용하여 양쪽을 모두
측정하였으며, 팔을 곧게 뻗은 상태에서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과 옆으로 들어
올려서 귀 옆으로 최대한 가깝게 하는 동작, 양쪽 어깨는 앞을 향한 상태에서 팔만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였을 때의 관절가동범위의 각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9)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 3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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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측정항목
구분

측정항목

실험도구

연구 참여자
일반적 사항

인적사항, 건강상태, 신체기능 수준, 통증 부
설문지
위, 신체활동 참여정도, 삶의 만족, 우울 등

신체 조성

신장, 체중, 허리둘레

휠체어 체중계(Wheelchair scale
wcs-200), 줄자

근력

악력

악력계 (Takei, Japan)

유연성

관절가동범위

각도계

2) 질적 연구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개별 면담은 6주간의 운동 중재프로그램이 종료된 9월 9일
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각 참여자들의 방문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내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방문 시에는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사후 신체계측과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약 1시간 이내의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질문은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후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변화 정도, 운동
참여 전후로 본인이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한 변화, 운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후에 생긴 긍정적인 변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휠체어를 사용
하는 장애인들의 개별 운동 지원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과 향후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바라는 점 등을 질의하였다.
연구 참여 모집 순으로 나타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Ⅲ-4>와
같다. 성별, 연령, 장애 정도, 신체활동 제한 정도에 따라 각 11명씩 운동군과 대조
군 두 그룹으로 배정하였다. 총 22명의 참여자 중 여성참여자는 15명으로 남성 참
여자(7명)보다 많은 수가 모집되었다. 평균 연령은 49.4세로, 5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이 모집되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인 경우가 8명,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가 14명으
로 좀 더 많았다. 연구 참여자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22명 중 10명이며,
장애 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으로 표기) 4명을 제외한 18명이 모두 심한 장
애(중증으로 표기)로 평균 장애 기간이 35년 정도로 장애판정을 받은 지 오래된 경
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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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운동군 ○
대조군 ▲

사례번호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유무

장애
정도

장애
기간

▲

참여자 1

여

56

대졸

무

중증

23

○

참여자 2

남

61

대졸

유

중증

34

▲

참여자 3

여

55

대졸

무

중증

16

○

참여자 4

여

57

대졸

유

경증

56

○

참여자 5

여

56

고졸

유

경증

53

○

참여자 6

여

57

대학원졸

무

경증

53

○

참여자 7

여

56

고졸

무

경증

52

○

참여자 8

여

56

대졸

유

중증

54

○

참여자 9

남

38

대졸

유

중증

33

○

참여자 10

남

34

전문대졸

무

중증

15

○

참여자 11

여

37

대졸

유

중증

31

○

참여자 12

여

37

대졸

유

중증

36

▲

참여자 13

남

47

고졸

무

중증

46

▲

참여자 14

여

60

고졸

무

중증

46

▲

참여자 15

여

55

전문대졸

유

중증

52

○

참여자 16

여

40

전문대졸

유

중증

20

▲

참여자 17

남

56

고졸

무

중증

27

▲

참여자 18

남

51

고졸

무

중증

12

▲

참여자 19

여

37

대졸

무

중증

14

▲

참여자 20

남

41

고졸

무

중증

31

▲

참여자 21

여

53

고졸

무

중증

54

▲

참여자 22

여

47

대졸

유

중증

15

3) 자료처리방법
(1) 양적 연구
양적 연구의 모든 자료처리는 SPSS versio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통계적 유의수준을 확인하였다. 운동군
과 대조군의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명목형 변수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연속형 변수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이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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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장애인의 신체구성, 근력,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룹 내 사
전과 사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룹 간 사전과
사후의 차이값은 사후값에서 사전값을 제한 후 차이값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value < .05로 설정하였다.

(2) 질적 연구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개별면담은 다수의 질적 연구 교육 및 수행 경험이 있는
10)

연구책임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녹음을 거부한 1명 을 제외한 21명의 자료는 사
전에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진행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인터뷰가 끝나는 동시에
전사되었으며, 질적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 2020을 활용하였다.

10) 참여자 1번(대조군)은 연구 참여 전 연구참여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하였으나, 개별면담 시에 녹음 거부
의사를 밝혔음. 이에 면담은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모두 필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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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체장애인 대상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운동 중재프로그램은 신체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운동에 어려움을 느
끼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효과
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재프로그램 진행 방식은 사전측정-운동 중재프로그램 진행-사후측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2021년 7월 26일~8월 2일 사이에 운동군과 대조군은 사전 측정을 실시
하였다. 측정항목은 혈압 및 맥박, 악력, 관절가동범위, 허리둘레, 체중을 측정하였
다. 그리고 운동군은 2021년 8월 3일부터 9월 9일 총 6주간 주 2회 50분씩 총 12회
기 동안 운동지도자와 운동을 진행하였고, 매회기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
에서 운동을 진행하였다(그림 Ⅳ-1). 마지막으로 2021년 9월 10일~14일 사이에 운
동군과 대조군의 사후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Ⅳ-1] 온라인 줌을 통한 운동지도 화면

Ⅳ. 지체장애인 대상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결과

45

인구사회학적 분석에 앞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의 운동일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운동군은 8시 타임, 9시 타임으로 2개 조로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
였다. 저녁 늦은 시간대임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은 성별에 따라 조를 구분하기를 원
하였고, 8시 타임에는 남성 3인, 9시 타임에는 여성 8인이 참여하였다. 남성 3인 중
1인은 모든 회기에 출석하였으며, 2인은 직장 내 사정으로 인해 3회 정도 결석하였
다.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백신 주사로 4명이 1번 결석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
부분 성실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운동프로그램 내용은 1주차에는 연구진이 직접 온라인 줌에 접속하여 참여자 간
인사 및 소개 후에 운동프로그램 진행내용을 안내하였다. 소개 이후에는 운동지도
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진은 3회기까지 참관하면서 줌 접속에 어려움
이 있는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세트 구성은 3주차까지 10회씩 3세트를 진행하였고, 참여자들의 운동역량 증가
로 4~5주차에는 10회씩 15세트까지 증가시켰다가 6주차에는 10회씩 12세트로 강도
를 낮춰서 마무리하였다.
<표 Ⅳ-1> 운동일지
구분

프로그램 내용

1회
(밴드없
이 교육)

운동지도자 및 참여자 소개(연구진)
운동프로그램 참여 기대감 나누기
식습관 결단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천천히)
유산소 운동 (영상 2번)

2회

스트레칭
숄더 프레스
레터럴 레이즈
밴트 오버 로우
유산소 운동 (영상 1번)

3회

스트레칭
체스트 프레스
리버스 플라이
바이셉스 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4회

스트레칭
밴트 오버 로우

1주차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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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구성 및 휴게시간

10reps x 3set, resting
time 1m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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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 내용

세트 구성 및 휴게시간

숄더 프레스
어깨 외회전 운동
유산소 운동 (20분)

5회

스트레칭
체스트 프레스
바이셉스 컬
밴드 크로스 오버
트라이셉 익스텐션
유산소 운동 (6분)

6회

스트레칭
밴트 오버 로우
리버스 플라이
프론트 레이즈
숄더 프레스
유산소운동 (7분)

7회

스트레칭
체스트 프레스
밴드 크로스 오버
어깨 외회전 운동
트라이셉 익스텐션
바이셉스 컬
유산소 운동 (5분)

8회

스트레칭
밴트 오버 로우
리버스 플라이
숄더 프레스
복근 운동
유산소운동 (7분)

3주차

4주차

9회

스트레칭
체스트 프레스
밴드 크로스 오버
팔굽혀펴기
트라이셉 익스텐션
바이셉스 컬
유산소 운동 (10분)

10회

스트레칭
밴트 오버 로우
밴드 오버 Y레이즈
어깨 외회전 운동
숄더 프레스

5주차

15reps x 3set, resting
time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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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 내용

11회

스트레칭
체스트 프레스
밴드 크로스 오버
리버스 플라이

12회

스트레칭
밴트 오버 로우
밴드 오버 Y레이즈
어깨 외회전 운동
숄더 프레스
복근 운동

6주차

세트 구성 및 휴게시간

12reps x 4set, resting
time 1m

운동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운동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총 모집인원은 22명으로 운동군 11명, 대조군 11명으로 구성하였다.
22명 중 여자는 총 15명, 남자는 7명이며, 연령대는 30대 5명, 40대 4명, 50대 11명,
60대 2명이다. 이 중 운동군의 경우, 여자 8명, 남자 3명이며, 30대 4명, 40대 1명,
50대 4명, 60대 1명이다. 대조군의 경우, 여자 7명, 남자 4명이며, 30대 1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1명이다. 학력의 경우 운동군의 경우 고졸인 경우가 2명, 대졸
이상인 경우가 9명이며, 대조군에서는 고졸 이하인 경우가 6명, 대졸 이상이 5명이
었다. 운동군의 장애기간의 경우, 11~20년 1명, 21~30년 1명, 31~40명 4명, 51~60명
6명이며, 대조군의 경우 11~20년 4명, 21~30명 2명, 31~40년 1명, 41~50년 2명,
51~60년 2명이었다. 운동군의 장애진행 여부를 살펴본 결과,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
한 경우가 6명, 5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대조군의 경우에는 진행
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명, 8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
으로 만성질환 여부의 경우, 운동군에서 6명, 대조군에서 9명으로 총 15명의 응답자
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2>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2)
단위: 명(%)

구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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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n=11)

운동군 (n=11)

남성

4(36.4)

3(27.3)

여성

7(27.3)

8(72.7)

합계

11(100.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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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647

구분

연령대

학력

장애기간

장애 진행 여부

만성질환 유무

대조군 (n=11)

운동군 (n=11)

30대

1(9.1)

4(36.4)

40대

3(27.3)

1(9.1)

50대

6(54.5)

5(45.5)

60대

1(9.1)

1(9.1)

합계

11(100.0)

11(100.0)

고졸 이하

6(54.5)

2(18.2)

대졸 이상

5(45.5)

9(81.8)

합계

11(100.0)

11(100.0)

11~20년

4(36.4)

1(9.1)

21~30년

2(18.2)

1(9.1)

31~40년

1(9.1)

4(36.4)

41~50년

2(18.2)

-

51~60년

2(18.2)

5(45.5)

합계

11(100.0)

11(100.0)

진행되고 있음

3(72.7)

6(54.5)

진행되고 있지 않음

8(27.3)

5(45.5)

합계

11(100.0)

11(100.0)

유

9(81.8)

6(45.5)

무

2(18.2%)

5(54.5)

합계

11(100.0)

11(100.0)

p-value

.409

.076

.125

.19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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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결과
1) 신체 구성 및 혈압 비교
총 6주의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참여 후 운동군은 대조군에 비해 허리둘레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운동군 -4.14 ± 5.25 vs. 대조군 1.50 ± 2.46,

p-value = .006), 수축기혈압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운동군 9.55 ±
8.10 vs. 대조군 0.55 ± 10.53, p-value = .036). 또한 그룹 내 사전과 사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운동군은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며(사전 96.91 ± 15.20 vs. 사후 92.77 ± 12.54, p-value = .026), 수축
기혈압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전 127.64 ± 13.35 vs. 사후 137.18
± 13.86*, p-value = .003)
<표 Ⅳ-3> 그룹 간 신체 구성 및 혈압 차이 (n=22)
대조군 (n=11)

운동군 (n=11)

사전

사후

차이값

사전

사후

차이값

pvalue

신장 (cm)

163.27
± 9.99

-

-

162.73
± 10.66

-

-

-

체중 (kg)

66.14 ± 65.52 ±
11.28
11.34

0.38 ±
1.67

72.65 ± 72.03 ± -0.63 ±
14.60
14.18
2.04

.219

체질량지수
(kg/m2)

27.55 ± 27.34 ±
5.74
5.63

-.21 ±
0.74

24.91 ± 22.96 ± -1.94 ±
4.38
8.65
6.87

.416

허리둘레
(cm)

95.50 ± 97.00 ±
12.99
13.36

1.50 ±
2.46

96.91 ± 92.77 ± -4.14 ±
15.20
12.54*
5.25

.006#

수축기 혈압 122.91
123.45
(mmHg) ± 15.36 ± 14.37

0.55 ±
10.53

127.64
± 13.35

137.18
±
13.86*

9.55 ±
8.10

.036#

이완기 혈압 68.00 ± 74.36 ±
(mmHg)
23.49
14.58

6.36 ±
24.14

79.27 ± 80.91 ±
11.79
15.16

1.64 ±
8.69

.548

78.36 ± 74.36 ±
10.39
10.57

-4.0 ±
8.59

85.82 ± 79.36 ± -6.45 ±
11.60
5.39
12.55

.598

구분

맥박 (rep)

주: 평균±표준편차, * p-value < .05 사전 vs. 사후, # p-value < .05 대조군 vs. 운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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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력 및 유연성 비교
총 6주의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참여 후 운동군과 대조군의 근력 및 유연성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그룹 내 사전과 사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대조군은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왼팔의 뒤로 올리는 방향과 오른팔의 옆으
로 올리는 동작의 관절가동범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뒤 사전 46.18 ± 15.49 vs. 사후 70.64 ± 28.76, p-value = .033; 오른쪽 옆
109.45 ± 43.78 vs. 사후 134.91 ± 26.35, p-value = .046). 운동군은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모든 방향의 관절가동범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른쪽 앞 왼쪽 사전 149.82 ± 15.89 vs. 사후 163.55 ± 9.97, p-value =
.006; 왼쪽 앞 사전 149.55 ± 15.59 vs. 사후 161.45 ± 7.47, p-value = .019; 오른쪽
뒤 사전 55.00 ± 11.15 vs. 사후 76.18 ± 7.76, p-value < .001; 왼쪽 뒤 사전 53.00
± 10.10 vs. 사후 76.18 ± 7.76, p-value = .006; 오른쪽 옆 사전 146.36 ± 24.80
vs. 사후 164.18 ± 12.42, p-value = .010; 왼쪽 옆 사전 140.91 ± 28.88 vs. 사후
167.18 ± 6.26, p-value = .008).
<표 Ⅳ-4> 그룹 간 근력 및 유연성 차이 (n=22)
대조군 (n=11)

운동군 (n=11)

구분
사전

사후

차이값

악력
19.61 ± 22.30 ±
(오른쪽, kg)
9.18
11.38

사전

사후

차이값

pvalue

2.69 ±
7.81

32.39 ± 31.98 ± -0.41 ±
9.15
11.45
4.76

.275

0.83 ±
4.09

29.14 ± 29.95 ±
9.08
11.44

0.82 ±
4.16

.996

관절가동범위 136.36 ± 142.73 ± 6.36 ± 149.82 ± 163.55 ± 13.73 ±
(앞 오른쪽)〫〫
23.67
14.55
22.23
15.89
9.97*
13.13

.355

관절가동범위 117.09 ± 125.91 ± 8.82 ± 149.55 ± 161.45 ± 11.91 ±
(앞 왼쪽)〫〫
39.13
25.98
26.48
15.59
7.47*
14.06

.737

관절가동범위 52.91 ± 63.18 ± 10.27 ± 55.00 ± 76.18 ± 21.18 ±
20.36
14.19
20.84
11.15
7.76*
12.77
(뒤 오른쪽)〫〫

.154

관절가동범위 46.18 ± 70.64 ± 24.45 ± 53.00 ± 76.18 ± 17.36 ±
15.49
28.76*
32.92
10.10
7.76*
16.44
(뒤 왼쪽)〫〫

.530

악력
(왼쪽, kg)

16.51 ± 17.35 ±
10.6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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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n=11)

운동군 (n=11)

구분
사전

사후

차이값

사전

사후

차이값

pvalue

관절가동범위 109.45 ± 134.91 ± 25.45 ± 146.36 ± 164.18 ± 17.82 ±
(옆 오른쪽)〫〫
43.78
26.35*
36.98
24.80
12.42*
16.44

.550

관절가동범위 108.00 ± 114.09 ± 6.09 ± 140.91 ± 167.18 ± 26.27 ±
(옆 왼쪽)〫〫
29.82
36.32
38.16
28.88
6.26*
26.20

.164

주: 평균±표준편차, * p-value < .05 사전 vs. 사후, # p-value < .05 대조군 vs. 운동군

3)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
(1) 설문
➀ 사전설문
사전설문으로는 자신의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도, 평소 스트레스 정도, 코로나가
삶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로 인한 외로움, 불안, 우울증 여부,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
과 행동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사전 설문문항
구분

설문문항

자신의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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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➁
평소에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
➂
십니까?
➃
➄

전

코로나19 발생 전

후

코로나19 발생 후

평소 스트레스 정도

척도

➀
➁
➂
➃
➄

➀
➁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
➂
느 정도로 느끼시나요?
➃
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혀 만족하지 않음
다소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전혀 느끼지 않음
느끼지 않는 편
보통
느끼는 편
매우 느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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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문항

척도

➀ 매우 걱정임
코로나19가 현재 귀하의 삶에 미치 ➁ 다소 걱정임
코로나가 삶에 미치는 영향 는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십 ➂ 보통
➃ 걱정하지 않음
니까?
➄ 전혀 걱정하지 않음
코로나로 인한 외로움
코로나로 인한 불안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여부
차갑게 대한다
슬펐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외로움을 ➀
➁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➂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불안은 어 ➃
느 정도 느끼십니까?
➄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보통
느끼지 않는 편
전혀 느끼지 않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우울증이
➀ 예 ➁ 아니오
생기거나 더 악화되었습니까?
1)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2) 지난 일주일간 마음이 슬펐다.

우울했다

3) 지난 일주일간 많이 우울하였다.

힘들게 느껴졌다

4)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
게 느껴졌다.

5) 지난 일주일간 비교적 잘 지냈다 ➀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미만)
고 생각한다.
➁ 가끔 있었다(1주일에 1~2
나를 싫어하는 것 6)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를 싫
일간)
같다
어하는 것 같았다.
➂ 종종 있었다(1주일에 3~4
7) 지난 일주일간 잠을 잘 이루지
일간)
수면
못하였다.
➃ 대부분 그랬다(1주일에 5
일 이상)
8) 지난 일주일간 큰 불만 없이 생
불만
활하였다.
잘 지냈다

지난
일주일
간의
느낌과
행동

외로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안났다
식욕

9)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0) 지난 일주일간 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1) 지난 일주일간 식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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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사후 설문
사후 설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지난 일주
일간의 느낌과 행동 등 사전 설문과 유사한 내용 일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Ⅳ-6> 사후 설문문항
구분

설문문항

척도

주관적 건강상태

➀
➁
현재 귀하의 느끼시는 (주관적) 건강
➂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➃
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삶의 만족감

➀
➁
귀하께서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
➂
족감을 느끼십니까?
➃
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다소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일상생활 스트레스

➀
➁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
➂
느 정도로 느끼시나요?
➃
➄

전혀 느끼지 않음
느끼지 않는 편
보통
느끼는 편
매우 느끼고 있음

차갑게 대한다
슬펐다
우울했다

1)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2) 지난 일주일간 마음이 슬펐다.
3) 지난 일주일간 많이 우울하였다.
➀
4)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
게 느껴졌다.
➁
5) 지난 일주일간 비교적 잘 지냈다
➂
고 생각한다.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미만)
지난
가끔 있었다(1주일에 1~2
일주일간
일간)
의
잘 지냈다
종종 있었다(1주일에 3~4
느낌과
일간)
나를 싫어하는 것 6)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를 싫
행동
➃
대부분 그랬다(1
같다
어하는 것 같았다.
주일에 5일 이상)
7) 지난 일주일간 잠을 잘 이루지
수면
못하였다.
힘들게 느껴졌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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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난 일주일간 큰 불만 없이 생
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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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문항

외로움

9)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안났다

10) 지난 일주일간 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식욕

척도

11) 지난 일주일간 식욕이 없었다.

(2)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외로움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에 대해 질의한 결과,
대조군 2.8점, 운동군 2.6점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불안은 어느 정
도 느끼십니까?’에 대해 질의한 결과 대조군 3.4점, 운동군 2.2점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거나 더 악화되었습니까?’ 결과 대조군과 운
동군 모두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평소에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의한 결과, 사전의 경우, 대조군
3.5, 운동군 3.0점으로 대조군이 더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사후 설문 결과
대조군과 운동군 모두 3.6점으로 사전보다 근소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고, 특
히 운동군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사전 설문에서 코로나 발생 전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조군 3.8점, 운동
군 3.7점, 코로나 발생 후 삶의 만족도는 대조군 2.8점, 운동군 2.3점, 코로나가 삶
에 미치는 영향은 대조군 2.5점, 운동군 1.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운동군에 비
해 대조군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설문에서는 현재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대조군 4.0점, 운동군 4.5점으로 나타나 운동전 보다 운동하고 나서
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운동군에서 더 만족도가 높았다.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느끼시나요?’를 질문한 결과, 사전
설문에서 대조군 3.0점, 운동군 3.4점으로 나타났고 사후 설문에서는 대조군 2.8점,
운동군 3.2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과 행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에
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에서 사전 설문의 경우 대조군 1.4점, 운동군 1.2점,
사후 설문의 경우 대조군 1.3점, 운동군 1.3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 마음이
슬펐다.’의 경우, 사전 설문의 경우 대조군 1.6점, 운동군 1.5점, 사후 설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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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1.5점, 운동군 1.6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 많이 우울하였다.’의 경
우, 사전 설문에서는 대조군 1.5점, 운동군 1.6점, 사후 설문에서는 대조군 1.2점,
운동군 1.3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의 경우,
사전 설문에서는 대조군 1.4점, 운동군 1.9점, 사후 설문에서는 대조군 1.5점, 운동
군 1.5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 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의 경우, 사
전 설문에서는 대조군 3.3점, 운동군 2.7점, 사후 설문에서는 대조군 3.3점, 운동군
2.6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의 경우,
사전 설문에서는 대조군 1.3점, 운동군 1.3점, 사후 설문에서는 대조군 1.1점, 운동
군 1.0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의 경우에는 사전
설문에서는 대조군 1.9점, 운동군 1.8점, 사후 설문에서는 대조군 2.2점, 운동군 1.6
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 큰 불만 없이 생활하였다.’의 경우, 사전 설문에서
는 대조군 3.5점, 운동군 2.4점, 사후 설문에서는 대조군 3.4점, 운동군 3.2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의 경우 사전
설문에서는 대조군 1.5점, 운동군 1.5점, 사후 설문에서는 대조군 1.4점, 운동군 1.2
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 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의 경
우, 사전 설문에서는 대조군 1.8점, 운동군 1.4점, 사후 설문에서는 대조군 1.2점,
운동군 1.3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 식욕이 없었다.’의 경우, 사전 설문에서
는 대조군 1.5점, 운동군 1.5점, 사후 설문에서는 대조군 1.2점, 운동군 1.3점으로
나타났다.
<표 Ⅳ-7> 사전 및 사후 설문 분석 결과
사전
구분

사후

대조군(n=11) 운동군(n=11)

대조군(n=11) 운동군(n=11)
pp표준 value
표준
표준 value
평균
평균
편차
편차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외로움

2.8

1.4

2.6

1.4

.900

-

-

-

-

-

불안

3.4

1.4

2.2

1.0

.146

-

-

-

-

-

우울증여부

2.0

0.0

1.9

0.3

.329

-

-

-

-

-

자신의 건강

3.5

0.8

3.0

1.1

.355

3.6

1.0

3.6

0.7

.388

전반적 코로나 발생 전
삶의 코로나 발생 후

3.8

0.4

3.7

1.0

.177

2.8

1.2

2.3

1.4

.199

4.0

0.6

4.5

0.7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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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구분

만족도

대조군(n=11) 운동군(n=11)

대조군(n=11) 운동군(n=11)
pp표준 value
표준
표준 value
평균
평균
편차
편차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2.5

0.9

1.7

1.1

.038

3.0

1.1

3.4

1.1

.567

2.8

1.3

3.2

1.0

.113

차갑게 대한다

1.4

0.7

1.2

0.6

.329

1.3

0.5

1.3

0.6

.357

슬펐다

1.6

0.8

1.5

0.7

.815

1.5

0.7

1.6

0.8

.788

우울했다

1.5

0.8

1.6

0.8

.871

1.2

0.4

1.3

0.5

.611

힘들게 느껴졌다

1.4

0.7

1.9

0.9

.382

1.5

0.5

1.5

0.5

.670

잘 지냈다

3.3

1.0

2.7

1.4

.378

3.3

1.1

2.6

1.3

.542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1.3

0.6

1.3

0.5

.357

1.1

0.3

1.0

0.0

.306

수면 문제

1.9

0.8

1.8

1.0

.550

2.2

1.2

1.6

0.9

.411

불만

3.5

1.0

2.4

1.4

.133

3.4

0.9

3.2

1.2

.572

외로움

1.5

0.8

1.5

0.7

.584

1.4

0.7

1.2

0.4

.589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안났다

1.8

1.2

1.4

0.7

.254

1.2

0.4

1.3

0.5

.611

식욕

1.5

0.7

1.5

0.9

.572

1.2

0.4

1.3

0.5

.611

코로나가 삶에
미치는 영향

평소 스트레스 정도

지난
일주일
간의
느낌과
행동

사후

3.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후 의견조사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후에 약 1시간 이내로 진행된 개별면담을 통해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의 신체활동 참여 정도, 운동 참여 전후로 본인
이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한 변화, 운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후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들의 개별 운동 지원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과 향후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바라는 점 등을 질의하였다.
응답 내용은 전사 후에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주제 및 의견을 요약하면
<표 Ⅳ-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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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내용분석 결과(요약)
주제

내용
(1) 연구참여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경우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기간 내
신체활동 참여 정도

(2) 연구참여 후에
운동을 시작한 경우
(3) 연구참여 후에도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경우(대조군)
(1) 연구 참여 전

운동 참여 전후로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한 변화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함.
업무나 개인일정 등으로 전혀 운동을 하지 못하였으나, 비대면으로 운
동프로그램이 실시되어 만족감을 느꼈음.
세라밴드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보급, 운동 영상 url 제공, SNS를
통한 독려를 통해 운동을 실시하게 됨.
영상을 통한 운동은 스스로 운동하기가 힘듦.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운동을 하기가 힘들었음.
건강상태 악화로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음.
다양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 악화에 대한 염려가 큼.
전체: 신체 및 심리적으로 건강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함.

(2) 연구 참여 후

(1) 운동군(만족도: 평균 9.5)
운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 후 긍정적인 변화

코로나19 이후로 운동이 중단되거나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어려움.
운동할 곳이 없음.

(2) 대조군(만족도: 평균 6.8)

운동군: 운동지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운동프로그램이 좋았음.
대조군: 스마트밴드나 운동 영상을 통한 운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
며, 운동 참여 후 활기를 찾거나 숙면을 하게 되었음.
운동지도자와의 운동시간이 유익하였고,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
력했다는 점이 스스로도 만족스러움.
운동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 스스로의 노력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음.
가정 내에서 운동을 참여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졌음.

주제

내용
시간에 대한 제약이나 건강 상태 악화, 개인적인 의지 부족으로 참여
가 어려워 낮은 만족도를 응답함.
장애인을 위한 운동지도 시에는 장애 유형이나 개별 특성에 따른 고려가 중요함.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지도나 참여 횟수에 대한 피드백, 운동 수준 향상(운동단계별 지도)을 위한 컨설팅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서비스 마련
장애인들의 개별 운동 지원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가정방문형 운동서비스(운동지도자 가정 방문) 신규 개발 필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운동 지원 필요(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 조정: 평일 저녁, 주말
확대), 근무시간 중 운동강좌 마련이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직장 내 운동지도자 파견 필요)
모바일 기기 등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필요
향후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바라는 점

본 연구와 같은 온라인 줌을 활용한 운동지도를 통해 운동전문가와의 상호작용 기회 마련
운동 동기부여를 위한 소규모 네트워크 형성 지원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시 백신패스 도입 등 이용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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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기간 내 신체활동 참여 정도
본 연구는 평소 스스로 운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고, 비대면 방식으
로 운동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모집종료
후 사전계측을 통해서 간단하게 평소 신체활동 참여 정도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22
명 중 10명의 참여자는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저강도 이상의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12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존 운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고 답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신체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연구참여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병원의 물리치료실을
통해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로 하던 운동이 중단되거나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가장 힘들다고 호소한다.
“제가 여성 휠체어 농구팀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장소 대
관도 잘 안 되고요. 저희가 일을 하니까 낮 시간에는 어렵고, 저녁시간에 주로 운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녁시간 대관이 아예 중단됐어요. 거기 선생님들도 워라벨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운동하지 말란 소리예요. 장소 대관을 못해서 저희
아스팔트 바닥에서 운동하다가 여기 까졌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운동해야 된다니까
요.” (참여자 6, 여, 운동군)
“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복지관에서 보치아를 했어요.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대회
도 많이 나갔고요. 선생님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이렇다보니까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보치아는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
에 대회는 다 취소됐어요. 빨리 백신 다 맞고, 운동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
자 18, 남, 대조군)
“저는 척수장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운동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로
물리치료실에 가서 기립기 서는 거 하고, 코끼리라고 다리 운동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는 횟수가 많이 제한이 돼서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참여자 22, 여,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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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반신 이게 다리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해줘야 하거든
요. (중략) 저희 집 근처에 강남구 보건분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 같은 게 있어
요. 거기서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는 지금 폐쇄로 문을 안 열고 있거든요.” (참여
자 20, 남, 대조군)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던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도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운동군의 경우,
본 연구의 참여로 비대면 방식의 운동 지도를 통해 일부 욕구가 해소될 수 있었다
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그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못 하고 있고 혼자 집에서 한다고 해도 그냥 팔로
당기거나 이렇게 했고요. 정규적인 등 근육이라던가 가슴 운동 해 가지고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6, 여, 운동군)
“혼자일 때는 제가 만약에 20개를 했는데 헐떡거리고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좀 10분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 같이 하고, 선생님이 20개 1세트
해서 1분 쉬고, 또 몇 세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운동하는 게 그 세트를 채워서 한다는 게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참여자 12,
여, 운동군)

(2) 연구 참여 후에 운동을 시작한 경우
평소에 업무나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 전혀 운동을 하지 못하였다가 본 연구의
운동중재 프로그램 참여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운동군 2명, 대조군 3명으로
총 5건 발생하였다. 이는 운동군의 경우에는 실시간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로 인
한 동기부여가 그 원인이며, 대조군의 경우에는 사전, 사후 신체계측 실시, 운동 영
상 url 제공, 세라밴드와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보급 등 운동 참여 독려로 인한 결과
이다.
“제가 아시다시피 협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애써서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저녁 8시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무조건 시간을 냈
죠. 그리고 운동 안 하는 날에는 이 시계를 갖고 있으면, 안 하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
서 이제 일을 하다가도 스트레칭을 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에 딱 붙는
습관은 아니어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좋았어요.” (참여자 2, 남, 운
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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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웬만하면은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되게 뭔가 효과적으로
운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었거든요. (중략) 거의 운동을 하면 산책을 간다고 해도 작심
삼일로 그만두고, 실제적으로 혼자만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는 동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힘 입어서.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어?
라는 생각들을 가지니까.” (참여자 9, 남, 운동군)
“선생님이 보내준 이거(운동 영상) 보니까 다양하게 운동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
는 재미있어가지고 다 따라서 했지.” (참여자 3, 여, 대조군)
“운동을 7일 다 했어요. 아침, 점심, 그러니까 세 끼 먹으면 다 하고요. 너무 무리하면
몸에 안 좋을까봐. 이거(스마트 워치)를 천 보 걷는다 생각하고 했어요.” (참여자 18,
남, 대조군)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기 전에는 운동에 필요성은 느꼈는데 실행에는 잘 옮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참여하면서 제가 운동을 어쨌든 하게 됐고, 여기서 주신 그 밴드
(세라밴드) 있잖아요. 그걸로 나름대로 응용을 했어요.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공
원에 이런 난간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선반 같은거 거기다가 이거를 매 놓고 거기다
가 빨랫줄처럼 걸치고, 당기는 거죠.” (참여자 21, 여, 대조군)

(3) 연구 참여 후에도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경우
운동군의 경우에는 모든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한
반면, 대조군 중 일부는 스스로 운동을 하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대조군
의 개입 방법이 운동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 링크를 제공
하고, 별도의 개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참여 기간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저는 운동을 하려면 활동지원인 도움 받아서 해야 하니까 잘 안 하게 되요. (중략) 그리
고 제가 좀 평소에 하는 게 많아서요.” (참여자 13, 남, 대조군)
“다른 때는 집에 있는 운동 테이블에서 좀 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도 엄청 붓고
해서 한 번도 못 했어요. (중략)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서 밤에 깨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통증이 아무래도 좀 덜하다보니... (중략)
그리고 스스로 하라고 하면 의지가 없어서 안 하게 되죠.” (참여자 22, 여,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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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 참여 전후로 본인이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한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참여 전에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해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비장애
인에 비해 다양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
도 컸다. 즉, 비장애인에 비해 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수영장도 다니고 했었는데, 완전 중단이 됐잖아요. 물 안에서는 제가
너무 잘 걷거든요. 1시간 걷고 나오면 정말 날아갈 듯이 진짜 몸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살이 그때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다 못 하니까요. 내가 몸도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더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있고. 자식한테 부담 주
기도 싫고.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걸 느껴요.” (참여자 14, 여, 대조군)
“저는 원래도 운동을 좋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치고 나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안 움직여주면요. 그냥 건강한 사람은 안 움직여줘도 작게나마 그냥 뭐 스트레칭, 기지
개 몇 번 해주면 개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자다 깨어나
면 혈액순환이 늦다 보니까 근육이 수축되고 힘줄이 줄어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기 좋아도 계속 그걸 밥 먹듯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좋아지는 것은 못 느끼지만 더 못해지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면 일단 더 많이 졸리고, 근육이 아프고, 일단 그걸 안 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저는 변형도 오더라고요. 힘없이 안쪽이 줄어드는 것도 너무 심해
요. 그런데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아 오늘은 괜찮아 보이네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참
여자 16, 여, 운동군)
“언제부터라기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20, 30대에는 그 혈기로 내 몸에 장애가 있어도
그냥 심각성 없이 그냥 사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이제 몸의 기능
들이 나빠지잖아요.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움직이고 집에만 있으면 나빠지
잖아요. 저희는 더하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40, 50 들어서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거죠. 느껴서 그나마 조금 했었는데 하던 것들이 이 시국에 다 멈췄으니까, 그래
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참여자 21, 여, 대조군)
“저는 하체에 감각이 없어서 몰랐는데, 얼마 전에 고관절 부분 왼쪽이랑 오른쪽 발목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 같아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요. 건강이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신경이 쓰여요. 발을 그냥 두면 시커메지는데, 약
먹으면 빨갛게 변하는 정도고요. (중략) 다친 지 10년 됐는데 다른 곳에 또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22, 여,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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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후에 운동군과 대조군 참여자 모두 신체 및
심리적으로 건강 상태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운동군
의 경우에는 운동지도자와의 실시간 운동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
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에는 스마트밴드나 운동 영상을 통해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활기를 되찾거나 숙면을 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운동시설로 갈 수도 없고, 건강이 안 좋았죠. 점점 혈압도 생기고, 당뇨 이런
건 아직 없지만, 아무튼 좀 피곤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업무적인 것도 있고, 어쨌든
몸을 이렇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게 아마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니까. 또 이게 (스마트밴드를 가리키며) 체킹이 되더라고
요. 7500 걸었는데 몸이 안 아픈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단언컨대
아픈데 효과는 있어요.” (참여자 2, 남, 운동군)
“전 정말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수영도 다니고 배
드민턴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년 가까이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니까 사람이
축 늘어지고 의욕적이나 긍정적으로 생각되던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까? 막 이런 거. 근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뭔가 서로 함께 하는 것들이 있으니
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목표를 그냥 살이라도 조금 빼자 아니면 뭔가 내가 좀 건강해졌다
는 느낌을 받자 그런 것들을 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참 좋았었고. 그 영상에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여기 줌 강의에서는 메꿔주는 거예요. (중략) 마지막 시간에
유산소를 해서 빨리 뭔가 운동을 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즐거워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남, 운동군)
“코로나 이후에 운동을 멈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리치료만 근근이 받았어요. 집에 지
압기, 아령, 젤리 탄력기, 뭐 이렇게 기구가 있는데 혼자가 하니까 뭐 제대로 돼요? 그
야말로 대충 조금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침체돼있고, 활력이 있진 않았죠. 그런
데 영상도 보고, 12시 넘으면 바뀌잖아요? 나는 관찰하고 그런 거를 잘해요. 처음에는
1200인가 그러다가 6, 7로 몇 개 안 되면 침대 밖에서 하고 올라가고요. (중략) 저는
홈 트레이닝 운동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을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병원이나 밖에서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니까. 내가 좋다고 느끼니까 주변에
운동 영상 소개도 많이 했어요.” (참여자 3, 여, 대조군)
“아무래도 안 한 것보다 몸의 탄력적인 거나 두드러진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잠을 푹
자고 깬 것 같아요. 자다가 잘 안 깨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살면서 미세한 변화라도 있
었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참여자 21, 여,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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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후에 생긴 긍정적인 변화
연구 참여자들의 운동 참여에 대한 만족 수준을 질의하였을 때 평균 8.2점을 응
답하였으며, 집단별로는 운동군의 평균 만족도는 9.5점, 대조군 6.8점이다. 운동군
의 경우에는 모든 참여자가 운동지도자와의 운동시간이 즐거웠고, 스스로 운동을
열심히 참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대조군의 경우에는 운
동 영상을 시청하면서 스스로 노력한 점이나 가족의 유대관계가 좋아지면서 만족
도를 높게 평가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참여자 1, 3, 15, 18, 19, 20), 시간에 대한
제약이나 건강 상태 악화, 개인적인 의지 부족으로 운동 참여가 어려웠던 본인의
상황으로 낮게 평가하기도 하였다(참여자 13, 14, 22).
“제가 저녁 8시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그 시간을 딱딱 맞추는 게 좀 어려운 사람이거든
요. 그런데 저는 자진해서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를 해서 다른 척수장애인 분들에게 조
언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참여했거든요. 지각한 적 한 번도 없
어요.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참고, 참여했던
저한테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진이나 운동지도자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해요.”
(참여자 2, 남, 운동군)
“일단 참여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돌발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까 내가 안 나가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시댁
가는 길에 남편이 운전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도 참여했잖아요.” (참여자 7, 여, 운동군)
“일단 운동 강사분께서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고요. 스트레칭도 되게 새로웠었고요.
평소에 (근육을) 못 푸는 것도 이렇게(운동지도 시 했던 동작 따라하면서) 풀었는데 되
게 달랐어요. 확실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운동할 때도 이제 밴드라는 게 조금
약간 거부감이 아무래도 조금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해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식하게
아령만 이렇게 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생각은
못해봤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운동을 내가 시간만 내면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 10, 남, 운동군)
“10점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했어요. 하기 전에는 제가 하고 싶을 때 운
동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랬는데, 뭔가 약속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봐야
지 하는 마음에서 좀 해봤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딸이 ‘엄마, 빨리 운동해!’ 하면서 다리도 좀 잡아주고 했어요. 허리도 주물러주고,
팔도 잡아 당겨주고요. 우리 딸이 많이 도와줬어요.” (참여자 15, 여,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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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동을 하면요. 땀이 많이 나니까 어머니가 러닝을 하루에 몇 번을 돌려야 하냐고
하시면서도 러닝 20장을 더 사오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세요. 아들도 아빠 젊어
보인다고 해요.” (참여자 18, 남, 대조군)
“최소화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집에 있으면 침대 뒹굴뒹굴. 할 게
뻔하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게 있으면 좋죠.” (참여자 21, 여, 대조군)
“저는 운동을 많이 못해서 5점 주고 싶어요. 따라 하는 데 무리가 없고, 할 수 있는 것만
했는데, 아예 안 하다가 하니까 그냥 나도 운동할 수 있구나 하는 만족감은 느꼈는데
바빠서 많이 못했어요.” (참여자 13, 남, 대조군)
“영상에서 하는 걸 100% 다 따라해야 하는데 신체 조건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아쉬워요.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몸 상태가 따라주니까요.” (참여자 14, 여, 대조군)

4)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개별 운동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연구 참여자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운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
을 주었는데, 장애 유형이나 개별 특성에 따른 고려가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였
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지도나 참여 횟수에 대한 피드백이나 운동 수
준 향상(운동단계별 지도)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마련, 가정방문형 운동서비스(운
동지도자 가정 방문)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는 평소에 운동이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외국같은 경우 보면
장애인 분들이 고강도 운동을 하는 영상도 많아요. 그런데 국내에 나와있는 영상들 보
면 다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기 위한 초급 수준만 있어요. 운동이라는 게 레벨이 0부
터 10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1, 2만 하다보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이
라고 하면 그 패럴림픽 나가는 엘리트 장애인 체육 육성이나 남성 중심의 지원만 있고,
여성 휠체어 농구팀이나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어
요.” (참여자 12, 여, 운동군)
“우리가 지체장애인이어도 장애가 다 서로 다르잖아요. 아마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같은 데 비치돼있는 운동기구들은 대
부분 저한테 안 맞는 거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척수협회는 횟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집으로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 방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운동 영상)도 일반적인 스트레칭이고, 저한테 딱 맞는 건 아니잖
아요. 저는 나한테 맞춰진 운동이 있다면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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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면서도 이게 과연 괜찮을까? 운동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늘 들거든요. 누가 한 번 봐주면 좋겠어요. 물품 딱 던져주고 그냥 쓰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요. 나는 팔에 힘이 없는데. 저는 길게 원하지도 않고, 한 3개월 정도만 와주
시면 제가 요령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시작
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참여자 14, 여, 대조군)
“저는 허리 숙이고 이런 게 전혀 안돼요. 허리에 중심을 잡기 어렵거든요. 그럼 같은
지체장애인 운동 영상이라고 만들어놓아도 전혀 못 하는 거죠. 병원에 가면 내 다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한참 하면 땀도 나더라고
요. 숨이 차서 심호흡하는 치료하러 갔다가 자전거 운동을 했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니
까 의사가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못 하고 있죠. 그게 좋았는데. 그 기구가
갖고 싶어서 이게 얼마냐고 했더니 좀 고가여서요. 물리치료 같은 건 할 때 뿐이고, 그
런 기구 운동이 저한테는 잘 맞아요.” (참여자 15, 여, 대조군)
“휠체어 장애인이라도 다리를 운동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 보내주신 영상
보다 병원에서 재활치료할 때 기립대 서는 게 있거든요. 다리를 올려주거나 발목 돌려
주고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해주는 것도 좋고요. 휠체어에서 바로 침대로 올라갈 때
하는 운동이라거나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7,
남, 대조군)
“저는 혼자 운동할 때도 그렇고, 영상 보면서 할 때도 호흡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복식호흡할 때. 엄마가 불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집에 방문해서 그런 것들 알
려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20, 남, 대조군)
“제가 복지관을 가서 상체운동을 많이 했어요. 상체만 하다보니까 내 몸에 일부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네들(하체)을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해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소외시키면요. 욕창 생기고 하니까 장애 운동 전문가들이 좀 고민해서 그런
걸 개발해주면 좋겠어요. 당사자들도 몰라요. 발은 못 쓰니까 그냥 손만 할래요 하는
거지. 가만히 놔두는 거 그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중략)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장애
와 환자를 동일시 여기지 말아라. 아프고, 치료를 해야 하는 분이 있고, 장애인들의 기
능이 점점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참여자 21, 여, 대조군)

또한,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운동 지원이 부족
하여 이들이 오히려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의 운동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체육시설
을 늘리거나 대관 또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조정(평일 저녁, 주말 확대), 근무시간
중 운동강좌 마련이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직장 내 운동지도자 파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Ⅳ. 지체장애인 대상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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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나 물품을 줘도요. 제가 아까 집에서 스스로 터득해서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 철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설치를 해주면, 제가 공원
까지 안 나가도 집에서도 가능하죠. 장애인 특성에 맞게, 휠체어 눈높이에 맞게 선생님
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도와주는 거죠. 동영상 하나 틀어놓고, ‘따라해보세요!’라고 하면
집은 허허벌판이잖아요. 별로 시너지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어떤 구조적인 접근이 가능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가 필요한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에요.
전용 헬스장이 더 늘어나면 좋은데 그건 당장 어렵잖아요.” (참여자 21, 여, 대조군)
“줌으로 하는 이런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낮시간에 하면 근로를
하는 장애인들은 참여가 어렵고요. 이것(줌 운동)도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죠. (유
튜브를 통한 운동 영상 시청은 어떠세요?) 유튜브에 있는 걸 내가 들어가서 보라고 바
라는 것도 잘 안 되고요. 매일 하는 걸 체크해서 평가를 받는다거나 상호작용 없이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도 짬짬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어야 해요.”
(참여자 2, 남, 운동군)
“아무래도 저녁 시간에는 쉬고 하는 경우가 많고, 저처럼 퇴근길 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여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직장에 공문을 전달하셔서 점심 먹고 한 2,
3시쯤 직장 내에서 온라인이나 강사 분 오셔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
각해봤어요. 보통 사내에 휴게공간들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같이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시간 더 근무를 하더라도 그런 게 기획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0, 남, 운동군)
“저같은 경우는 소아마비라 장애는 있지만, 엄청 오래됐거든요. 장애인들도 수술적인 거
끝나면 사실 환자는 아니거든요. 주변에 보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다 병원에 물리치
료실 가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지역사회에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더 이용하고 싶은데 저녁때 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주말에는 또 문을 다 닫잖아
요.” (참여자 8, 여, 운동군)

5) 위드코로나 전환 시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65세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소통에
익숙한 경우가 많았고, 모바일 정보 활용능력이나 정보 접근성도 높은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에서 적용했던 것과 같이 온라인 줌을 활용한 운동지
도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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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마련, 운동 동기부여를 위한 소규모 네트워크 형성 지원,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백신패스 등을 제안하였다.
“저는 어차피 출근하고 이동하는 것 때문에 줌으로 하는 게 더 편했어요. 옆에서 자세를
잡아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줌으로 하더라도 전신이 다 나와서 가끔 지적도 해주셨거
든요. 제 개인적인 참여율로 볼 때 줌이 좋은 것 같고, 지금 단계가 약간 높아가고 있는
데 끝나서 아쉬운 게 있거든요. 강도가 좀 더 세어지면서 근육이 생기는 것까지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6주가 너무 짧은 것 같으세요?) 네. 그래도 12주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16, 여, 운동군)
“줌으로 하는 이런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낮시간에 하면 근로를
하는 장애인들은 참여가 어렵고요. 이것(줌 운동)도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죠. 유
튜브에 있는 걸 내가 들어가서 보라고 바라는 것도 잘 안 되고요. 매일 하는 걸 체크해
서 평가를 받는다거나 상호작용 없이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바쁜 사람들도 짬짬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어야 해요.” (참여자 2, 남, 운동군)
“이번처럼 교육을 하고 난 후에 계속 강사님하고 이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운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운동하는 영상을 한 번 찍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되고, 강사님이 피드백까지 주면 더 좋겠죠.” (참여자 9, 남, 운동군)
“코로나가 많은 것에 제한을 주지만, 또 유익한 게 이 연구처럼 그룹을 나눠서 멀리 있
는 사람들도 모이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밴드 몇 개를 활동하고 있는데 휠체어 탄 사람
들한테는 선생님이 보내준 영상을 보내줬어요. 휠체어 안 탄 뇌성마비 장애인 분들은
못 따라해 그래서 거기는 일부러 안 보냈어요. 이것처럼 그룹을 A, B, C, D로 장애
유형이나 지역별로 운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동하게 하면 어떨까요? 장애인협회나
자립센터나 지금 선생님이 관리하는 식의 관리는 해줘야해. 본부가 한 군데 있고, 계속
글쓰기, 사진 올리기 미션이나 자료도 보내주고, 운동기구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운동을 하지 않거나 활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도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죠. 사업비가 적으면 이런 식으로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쪽으로 사람들
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관리 잘하는 이런 사람들한
테 건강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마 외국에는 실시되고 있을거야.” (참
여자 2, 여, 대조군)
“지금 체육 모임들이 다 Stop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줬으면 해요. 지금 장애인들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 1주일에 한, 두 번씩
모여서 하던 것들 지금 다 Stop된 상태잖아요. 내년되면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
지만 넓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거든요. 공간 비례적이잖아요. 1,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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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분들이라던지 모일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저희 독서모임 하던 것도 있었어요.
줌으로 모임하다 보니까 점점 게을러져요. 이게 직접 만나서 하는 거랑 달라. 집에서
하는 건 개인의 몫이긴 한데, 저도 운동도 의지가 없어서 안 하다 보니까.” (참여자 22,
여,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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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한, 운동 참여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소의 제약 없이 쉽게 수행 가능한 비대면 방식의 운동프로
그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수행하는 6주간의 운동 중재프로그램은 단순히 실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방식 개선, 건강상태 악화 방지
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이 검
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참여
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장애인 당사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실태 및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코
11)

로나19 발생 이후 장애인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 하고 있는 온
라인 화상회의 앱(zoom)을 통한 6주간의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약 2개월에 걸쳐 총 22명이 모집되었으며, 본격적인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에 모두 체중, 혈압, 허리둘레, 근력(악력), 관절가동범위
등 신체 계측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여 전후의 심리적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우울, 운동참여 수준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약 1시간 이내로 진행된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사전
과 사후에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변화 뿐 아니라 참여자 개인의 운동 참여 여
건, 고려해야 할 장애 특수성 등에 따른 질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
로 당사자들을 통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운동 지원방안을 확
인할 수 있었다.
11)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2021)는 2021년 팬데믹, 장애인복지관 대응 매뉴얼 개발을 위해 연구 및 현장 전문
가 TF팀을 구성하고, 방역지침, 기관 환기 및 소독지침 외에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방안,
안내를 위한 예시, 사례를 제공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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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행에 제한이 있는 휠체
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들
에 비해 운동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이들은 보장구에 의존적일수록 자신
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욱 낮게 응답하였다. 즉,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신
체 및 심리적인 차원의 건강에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운동 참여방식도 제한적이
다. 이는 국내 장애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
이 이동성 감소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American Association on Health and Disability, 2020). 따라서 코로나19 상황 변화,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22명의 6주 운동 중재프로그램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참여 후 허리둘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수
축기혈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그룹
내 사전과 사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운동군의 경우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
해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모든 방향(양쪽 앞, 옆, 뒤)의 관절가
동범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
한 6주간의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은 근력을 제외한 체중감소에 효과가 있었으
며, 혈압,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약 1시간 이내로 수행된 개별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운동 참여율이 참여
전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신체 및 개인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며,
2~3명은 시간이 없거나 건강 문제로 참여가 어려웠다고 밝혔음). 이는 6주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효과성 검증 결과를 보완적으로 확인해
준다. 또한, 운동참여율 향상 뿐 아니라 활기를 되찾거나 숙면을 하게 되는 등 신체
및 심리적 건강상태도 개선되었다. 또 다른 측면은 스스로 운동을 참여하고자 했다
는 점에서 자아존중감 개선, 참여자의 운동 참여를 통한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개선
등이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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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보행에 제한이 있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은 건물, 도로 등 환경적인 요
인에 따라 접근성의 제한을 받으며, 일반 운동기구 사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장
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마련된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동 공간 6㎡당 1명 거리두기 실시, 수영장 이용정원 50%
이하 제한, 운동프로그램 10인 이하 운영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 별도의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채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대면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운동전문가와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운동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를 실
시하였다. 또한, 본 원에서 기개발된 운동 영상을 통한 운동참여 집단 설정을 통해
두 가지 방식의 운동참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
애인 당사자들이 본 연구의 운동 중재프로그램 참여 후 제안한 운동 지원방안과
전문가 및 운동지도자, 연구진 회의 등을 종합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인은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신체 상황이 매우 다르며, 개별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운동지도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장애
12)

인재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찾아가는 헬스케어 ’와 같은 방문형 운동지도서비스
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201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따라 재활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운동 체육 개념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연구나 서비스 개발도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코로나19 이전까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방문재활서비스를 통
해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칩거장애인을 위한 운동을 지원(연간 최대 30인 미
만)하였으나, 현재 선별진료소 병행근무, 잦은 인력교체 등으로 실제 수혜인원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맞춤형 운동(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운
동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요조사,
수혜인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
12)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소속의 각 지역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가
운동법 및 스트레칭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복귀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헬스케어 사업을 수행 중이
며, 정보메신저 또는 동료상담가로 활동하는 척수장애인 1명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1년에 약 4회에서 최대 6회까지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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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단기적인 운동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운동지원으로 개별
상태에 따른 운동단계별 지도를 통한 운동 수준 향상도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집단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시설 이용 제한이 계속 이어질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지도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
라인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
센터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운동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튜브
나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운동이나 건강행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
한 프로그램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1개 이상 파악된 성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에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목표를 설정하고, 모바일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약
6개월 동안 개인의 건강습관을 개선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다. 해
당 사업의 경우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포함되어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건소 인력 확충을 통한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유
사 사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형 헬스케어 건
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면접조사표를 실시하고, 고
혈압, 당뇨에 취약하고, 건강 위험요소가 높은 노인을 선정하여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 전문 간호사의 월 2회 방문을 통한 혈압, 당뇨 검사 및 건강식이요법 안내
13)

등을 실시하는 시범사업도 수행 중이다.

넷째, 개인의 디지털 기기 보유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비대면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온라인 줌을 활용
하거나 영상을 통한 운동 영상을 시청하도록 안내하였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하도
록 안내하였으나, 다른 참여자의 운동하는 모습을 참고하기 어려웠다거나 접속의
장애를 겪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스마트폰 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대
한 보유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유형이나 연령대별로 적합한 기기와 해당 기기의 활
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이나 민간 기관 차원에서의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자조모임과 같은
운동 동기부여를 위한 소규모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거나 SNS,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로 단절된 네트워
크 형성 활동을 새로운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13)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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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요하다. 기존의 자조모임 형성 방법이 장애유형별로 진행되었다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 주변의 가까운 산책로나 운동 장소 등을 소규모로 방문
하여 꾸준히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생활터 중심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성과
를 확인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생활터 중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운동시설들의 설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운동 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장애인
체육시설의 추가 설치, 대관이나 프로그램 운영시간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운동지원은 낮 시간에 주로 운영되거나 소득 수준,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장애인의 활발한 경제활동 및 건강관리
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내 직무지도원 배치와 더불어 직장 내 운동지도
자 파견이나 근무시간 중 운동 강좌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외 개인의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인센
티브 제도 도입하는 방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 시
장애인의 운동 지원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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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를 위한 사전설문지

부록 3

Ⅰ. 참여자 인적사항
1. 당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

여

2. 당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0세-29세
50세-59세

30세-39세

40세-49세

60세-69세

70세 이상

3. 당신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무학(학교를 다니지 않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Ⅱ. 참여자의 건강상태
1. 당신의 장애와 관련한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

)

2. 세부장애유형(해당사항에 모두 체크)
□ 상지기능장애

□ 왼쪽

□ 오른쪽

□ 하지기능장애

□ 왼쪽

□ 오른쪽

□ 상지관절장애

□ 왼쪽

□ 오른쪽

□ 하지관절장애

□ 왼쪽

□ 오른쪽

□ 척수장애

□ 왼쪽

□ 오른쪽

□ 척추장애

□ 왼쪽

□ 오른쪽

□ 절단장애

□ 왼쪽

□ 오른쪽

□ 중복장애

(중복장애명:

)

부록

87

3. 당신의 장애와 관련한 질환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4. 신체기능
4-1. 전반적인 신체기능
□ 앉기 불가능

□ 서기 가능

□ 등받이 대고 혼자 앉기 가능

□ 걷기 가능
(□ 계단 오르기 가능)

□ 등받이 없이 혼자 앉기 가능

□ 달리기 가능
(□ 빠른 속도 달리기 가능)

4-2. 세부적인 신체기능 (0-100)
0

완전한 기능 제한

25

움직임 가능

통증 있음

50

움직임 가능

통증 없음

75

완전한 움직임 가능

통증 있음

100

완전한 움직임 가능

통증 없음

신체부위

상지

하지
몸통

세부사항

점수

목 관절

목 움직이기 혹은 돌리기 가능 여부

어깨 관절

어깨 움직이기 혹은 돌리기 가능 여부

팔 전체

팔 움직이기 혹은 앞뒤로 흔들거나 위로 올리기
가능 여부

손목 관절

손목 움직이기 혹은 돌리기 가능 여부

손가락 관절

손가락 움직이기 혹은 쥐기 가능 여부

다리 전체

다리 움직이기 혹은 앞뒤로 흔들기 가능 여부

무릎 관절

무릎 구부리거나 펴기 가능 여부

발목 관절

발목 움직이거나 돌리기 가능 여부

허리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넘기기 가능 여부

5. 장애의 진행 여부
진행되고 있지 않음
진행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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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더 나빠짐

이전보다 더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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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추신경계(감각) 장애 여부
비해당
해당 (

경수

척수

요추

그 외:

)

7. 관절 통증
7-1. 통증 유무
없다

있다(아래 6-2 표 체크)

7-2. 통증 부위
통증이 있는 부위(모두 체크)

수술한 경우 체크

□ 목

□ 수술 연도:

□ 허리

□ 수술 연도:

□ 어깨(오른쪽/왼쪽)

□ 수술 연도:

□ 팔꿈치(오른쪽/왼쪽)

□ 수술 연도:

□ 손목(오른쪽/왼쪽)

□ 수술 연도:

□ 무릎(오른쪽/왼쪽)

□ 수술 연도:

□ 발목(오른쪽/왼쪽)

□ 수술 연도:

8.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에게 진단 받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가
요? 다음의 질환 중 본인이 해당하는 질환을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순환기계(고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말초혈관질환 등)
뇌혈관 질환(뇌출혈, 뇌경색)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근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기타결합조직
질환)
호흡기계(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기관지염, 폐결핵, 폐기종)
소화기계(소화기계 궤양, 경도 간질환, 중등도 이상 간질환)
내분비대사(당뇨, 갑상선 장애)
신경계통(반신마비 혹은 양측 하지마비, 치매)
비뇨생식계통(신장실환, 요실금, 전립선 질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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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감염(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B형 간염, C형 간염, 알레르기 비염)
우울증 등 정신질환
기타(진단명:

)

9. 현재 귀하의 느끼시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쁘다
①

나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⑤

10. 귀하께서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매우 불만족)1-----2-----3-----4-----5-----6----7-----8-----9-----10(매우 만족)

11. 다음은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과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껴지거나 행동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항

극히
가끔
종종
대부분
드물다
있었다
있었다
그랬다
(1주일에 (1주일에 (1주일에 (1주일에
1일 미만) 1~2일간) 3~4일간) 5일 이상))

1)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2) 지난 일주일간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3) 지난 일주일간 많이 우울하였다.

①

②

③

④

4)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지난 일주일간 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7) 지난 일주일간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

①

②

③

④

8) 지난 일주일간 큰 불만 없이 생활하였다.

①

②

③

④

9)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0) 지난 일주일간 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1) 지난 일주일간 식욕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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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느끼시나요?
전혀 느끼지
않음

느끼지 않음

보통이다

느끼는 편이다

매우 느끼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Ⅲ. 참여자의 신체활동 참여 정도
1. 귀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가시간에 평균적으로 다음의 운동을 (15분
이상) 몇 번이나 참여하셨나요? ( 최소 15분 이상 참여한 운동만 해당, 직
업이나 일로서 한 운동 제외, 아래 운동의 차이는 강도만의 차이임. 다음의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이라고 표시)
격렬한 운동(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뛰는 강도) : 주 참여횟수 (

)회/평균

참여시간 ( )분
예) 달리기, 조깅, 하키, 축구, 스쿼시, 농구, 크로스컨트리, 유도, 스케이트,
고강도 수영, 고강도 자전거 등
중강도 운동(지치지 않을 정도의 강도)

: 주 참여횟수 (

)회/평균

참여시간 ( )분
예) 빠르게 걷기, 야구, 테니스, 자전거, 배구, 배드민턴, 수영, 스키, 댄스 등
저강도 운동(적은 노력의 강도)

: 주 참여횟수 (

)회/평균

참여시간 ( )분
예) 걷기, 요가, 낚시, 볼링, 양궁, 골프 등
2.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일주일(7일) 동안 여가시간에 땀을 흘리거나 심장 박
동수가 빠르게 뛸 정도로 길게 정기적인 운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자주

가끔

거의 없다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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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운동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

)

4. 귀하의 운동 목적은 무엇입니까?
체중감량

체력증진(심폐지구력/근력)

통증완화

여가활동(재미)

기타(

)

5. 귀하가 선호하는 운동방법은 무엇입니까?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복합운동

기타
6. 현재 신장과 체중, 1년 전의 체중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키(신장, cm):
- 현재 체중(kg):
- 1년 전의 체중(kg):
7. 신체계측 내용
허리둘레:
혈압:
근력(악력): 왼손(

)/오른손(

유연성(관절가동범위): 어깨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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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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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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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참여자를 위한 사후설문지

Ⅰ. 운동 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주관적인 감정 변화
1. 현재 귀하의 느끼시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다소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다소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3.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느끼시나요?
전혀 느끼지
않음

느끼지 않음

보통이다

느끼는 편이다

매우 느끼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과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껴지거나 행동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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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가끔
종종
대부분
드물다
있었다
있었다
그랬다
(1주일에 (1주일에 (1주일에 (1주일에
1일 미만) 1~2일간) 3~4일간) 5일 이상))

문항
1)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2) 지난 일주일간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3) 지난 일주일간 많이 우울하였다.

①

②

③

④

4)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지난 일주일간 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7) 지난 일주일간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

①

②

③

④

8) 지난 일주일간 큰 불만 없이 생활하였다.

①

②

③

④

9)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0) 지난 일주일간 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1) 지난 일주일간 식욕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5. 신체계측 내용
- 현재 체중(kg):
- 허리둘레:
- 혈압:
- 근력(악력): 어깨 좌(

)/우(

- 유연성(관절가동범위): 어깨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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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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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동 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신체활동 참여 정도
1.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일주일(7일) 동안 여가시간에 땀을 흘리거나 심장 박
동수가 빠르게 뛸 정도로 길게 정기적인 운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자주

가끔

거의 없다

전혀 없다

2. 참여하신 경우 평균 참여시간은 몇 분 정도입니까?
3. 귀하의 운동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

)

4. 운동 참여 전 건강상태
5. 운동 참여 전 운동실태
6. 운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
7. 운동 참여 후 소감(긍정적인 변화 등)
8.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향후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바라는 점
-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일주일(7일) 동안 여가시간에 땀을 흘리거나 심장 박
동수가 빠르게 뛸 정도로 길게 정기적인 운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자주

가끔

거의 없다

전혀 없다
3. 귀하의 운동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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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의 운동 목적은 무엇입니까?
체중감량

체력증진(심폐지구력/근력)

통증완화

여가활동(재미)

기타(

)

5. 귀하가 선호하는 운동방법은 무엇입니까?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복합운동

기타
6. 운동 중재프로그램이 종료된 현재 체중을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체중(kg):
7. 운동 중재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신체계측 내용
- 허리둘레:
- 혈압:
- 근력(악력): 왼손(

)/오른손(

- 유연성(관절가동범위): 어깨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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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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