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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analyse the trend in papers related to obese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s: We reviewed Korean Medicine papers by searching 4 Korean web databases
and classified the papers by the year of publishment, the title of journals, the type of study,
main treatment, assessment for outcomes.
Results: There were 18 studies about the intellectually disabled, which accounted for most
of the study. It is expected that intensive research on obesity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Also, study on obesity for the disabled will require special
attention. Disabled person tend to have a higher obesity rate and secondary diseases due
to disabilities can be easily developed. Their health care capabilities are more likely lower
than those of the general population. Given these considerations, it would be necessary to
study metabolic syndrome in parallel in the study of obesity for the disabled. Disabled person are exposed to obesity more easily than ordinary people, and there is a higher risk of
health degradation due to complications from obesity, which requires more attention and
research. However, since there is not research in the oriental medical and medical circles
on obesity in the disabled, medical approaches and studies on obesity in the disabled are
necessary.
Conclusions: We expect that more interest and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on obesity for
the disabled in the Korean medicine to achieve clinical application and to develop treatment
protocols for the disabled obesit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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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고, 장애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3). 또한 고

서론

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대사성 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장애인구 비율은 2017년 4.9%이며,

환이며, 체중 증가, 콜레스테롤 증가, 신체활동량 감소, 체력

장애인 등록 비율은 94.1%로서, 등록 장애인 수는 2,668,411

약화 등의 신체적 기능 저하로 2차 질병의 위험성을 높인다.

1,2)

명, 그중 재가 장애인은 96.69%를 차지한다 . 장애인은 평

1996년에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하였으며,

균 2.2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보유한

비만 인구의 증가율을 감소시키려는 방안으로 안정적 신체

만성질환은 고혈압(44.8%), 허리 목통증(29.6%), 골관절염

구성을 강조하였다4).

(22.6%), 당뇨병(21.1%) 순이었다1). 비만은 당뇨와 고혈압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14.9%가 ‘좋음 또는 매우

과 같은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 상

좋음’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인구의 31.0%보다 훨씬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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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나쁨’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51.3%로, 전체 인구의
1)

이 불분명하거나 본 논문에 적합한지 모호한 경우 원문을

18.4%다 훨씬 높았다 . 그러므로 장애인의 비만 치료 및

읽고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논문, 중복

관리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검색된 논문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

유지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는 연구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연도별 및 학회지별

하지만 한의학계 내에서 장애인의 비만에 관한 관심도

분석, 논문 유형 및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5,6)

가 떨어지고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장애인
비만에 대한 국내 학술 논문들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정리,

결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의 비만 예방 및 치료
방법 등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선정결과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애인’, ‘비만’, 'disabled per-

대상 및 방법

son', 'obesity' 등의 단어를 각각 검색한 결과 총 64,662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Table 1). 본 연구에서 정한 검색어 조

1. 연구대상

합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총 77편의 논

국내 문헌 검색을 위해 국내 인터넷 검색 포털을 사용

문이 검색되었고 이 후 중복 검색된 논문과 장애인 비만과

하였다. ‘한국전통지식포탈(KOREANTK)’, ‘전통의학정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25

포털(OASIS)’,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RISS)’, ‘의과학

개의 논문을 선정하였다(Fig. 1, Appendix 1).

연구정보센터(KMBASE)’를 기본 대상으로 하여 검색하였
다. 검색어로 ‘장애인’, ‘비만’, 'disabled person', 'obesity' 등
의 단어를 조합하여 2019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행
하였다.

2. 발표 연도별 분포
최종 선정된 25편의 논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05년
에 Hong과 Jeoung7)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2006년,
2008년, 2009년,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1편 이상의 논

2. 연구 방법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읽고 검토하였으며, 초록의 내용

문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2010년에는 가장 많은 5편의 논
문이 발표되었다(Fig. 2).

Fig. 1. A flow chart describing the trial selection process.
www.jkom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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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number of the theses sorted by published year.

Fig. 3. The number of the theses sorted by types of study.

3. 발표 학회지별 분포

1) 중재연구(intervention study)

학회지별로 분류하였을 때 총 25편중 한국특수체육학

중재를 대상자에게 가한 뒤 전후 비교를 하거나 효과

회지가 7편(2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여성체육학회

여부를 확인하려는 중재연구(intervention study)가 13편이

지에서 3편(12%),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지와 지적장애연

었다. 사용된 중재는 모두 운동요법이었으며 약물치료 등

구지에서 각각 2편(8%), 그 외 대한보건연구지, 디지털융

의료적인 접근을 한 경우는 없었다. 기본적인 운동요법7,8,9)

복합연구지, 시각장애연구지,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외에 저항성 운동이 접목된 복합트레이닝10), 수중 운동11),

지, 재활복지지, 초등교육연구지, 대한예방의학회지, 한국

짐볼 운동12), 스피닝13), 중량부하 유산소14), 에어로빅댄스15),

스포츠학회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특수체육연구지,

농구16)뿐만 아니라 로잉 머신17), 요가18), 태극권19)을 사용한

한국무용과학회지에서 1편씩 게재되었다.

경우도 있었다. 임상시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신
체계측, Body mass index (BMI), 체중 및 체지방량 분석 등

4. 논문 유형별 분류
수집된 논문을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총 25편의 논

이 주로 행해졌으며 그 외 혈중 지질, 혈중 유리지방산 농도
검사 등이 있었다(Table 1).

문 중 임상연구논문이 22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기타 유형의 논문이 3편 있었다. 임상연구논문은 중

2)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

재연구 13편, 관찰연구 9편으로 분류되었다(Fig. 3).

논문 중 대상자를 상대로 특정 검사를 시행하거나 설문조
사, 체형분석 등을 통한 결과를 발표한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가 9편이었다. 이 중에는 장애인의 비만과 다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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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et al. (2018)

4

15)

Lim & Lee (2010)14)

8

Kang (2010)

30

Kang & Baek
13)
(2014)

7

9

30

Kim, et al. (2011)

6

7

9

Yun (2016)

13

4

21

2

279

n

5

12)

Lee (2007)

3

11)

8)

10)

Shin & Kim (2016)

2

9)

Hong & Jeoung
(2005)7)

Author
(yr)

1

No.

Table 1. Details of Intervention Studies

B: None (n=10)

B: None (n=1)

B: None (n=124)

Control

B: None (n=7)

A: Aerobic dance
program (n=7)

A: Weight load
aerobic exercise
(n=15)
B: Drop (n=3)

B: None weight
load aerobic
exercise (n=15)

A: Spinning program B: None (n=15)
(n=15)

A: Gym ball exercise B: None (n=0)
(n=9)

A: Aquatic program
(n=6)

A: Combined training B: None (n=0)
(n=4)

A: Physical activity
(n=11)

A: Aerobic exercise
(n=1)

A: Sports activity
(n=155)

Intervention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5)
6)

Body weight
Body fat
Skeletal muscle mass
Muscular function
Flexibility
Power
Adaptive behavior

Body weight
Body fat
Body mass index
Blood lipid

Cardiorespiratory endurance
Muscular function
Flexibility
Power
Body weight

Body fat
Body mass index
Abdominal obesity
Blood pressure
Blood lipid
Blood sugar

Cardiorespiratory endurance
Muscular function
Flexibility
Power
Body weight

Body weight
Body fat
Bone mineral density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Muscle flexibility

Body weight
Body fat
Body mass index
Waist-hip ratio
Visceral fat
Subcutaneous fat

1) Body weight
2) Cholesterol
3) Uric acid

1) Body fat
2) Body mass index
3) Waist length

Outcomes

1), 2), 3) positive impact on the body
composition
4)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1), 2)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3), 4) increased flexibility and power; but
no statistical difference
5) reduced body weight

1), 2), 3) decreased but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4), 5), 6)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1), 2)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3), 4) increased flexibility and power; but
no statistical difference
5) reduced body weight

1), 2) decreased after exercise
3) increased after exercise
4), 5), 6) improved after exercise

1), 2), 3), 4) positive impact of the
treatment on the body composition
5), 6) especially the fat-related
components

1), 2), 3) significantly different and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1), 2), 3)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Results

1), 2), 3), 4), 5), 6), 7) 1), 2) positive impact on the body
0, 12 weeks
composition
3)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4), 5)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6)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7)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1), 2), 3), 4)
0, 12 weeks

1), 2), 3), 4), 5)
0, 12 weeks

1), 2), 3), 4), 5), 6)
0, 8 weeks

1), 2), 3), 4), 5)
0, 15 weeks

1), 2), 3)
0, 6, 12 weeks
4), 5), 6)
all times after exercise

1), 2), 3), 4), 5), 6)
4, 8, 12, 16 weeks

1), 2), 3)
0, 40 weeks

1), 2), 3)
4, 8, 12, 16 weeks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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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
17)
(2012)

Park & Park
(2015)18)

Kim & Kim
(2014)19)

11

12

13

BMI: body mass index.

Shin, et al.
(2010)16)

Author
(yr)

10

No.

Table 1. Continued

A: Yoga activity
program (n=4)

A: Tai Chi exercise
(n=10)

20

A: Rowing machine
(n=10)
B: Treadmill (n=10)

A: Basketball
program (n=7)

Intervention

4

20

15

n

B: None (n=10)

B: None (n=0)

C: None (n=0)

B: None (n=8)

Control

Body weight
Body fat
Blood lipid
Ghrelin

Body fat
Body mass index
Abdominal obesity
Blood pressure
Blood lipid
Blood sugar
Cardiorespiratory endurance
Muscular function

1)
2)
3)
4)
5)
6)
7)

Body weight
Body fat
Body mass index
Waist-hip ratio
Cardiorespiratory endurance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1) Body weight
2) Body fat
3) Body mass index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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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comes

Results

1), 2), 3) positive impact on the body
composition

1), 2), 3) positive impact after exrecise
4)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d

1), 2), 3), 4), 5), 6), 7) 1), 2), 3), 4) significantly higher score
0, 12 weeks
than control group
5), 6), 7) significantly physical fitness was
improved

1), 2), 3)
0, 8 weeks

1), 2), 3), 4)
0, 12 weeks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statistically
8)
significant difference
0, 24 weeks
(In addition, the changes of body
weight, BMI and %Fat were positively
related to blood pressure and muscle
powe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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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한의학계에서는 관련 연

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국내의 장애인 비만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한의학계에 장애인 비만의 심각

성과 치료 접근의 필요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4개의 검색사이트에서 ‘장애인’, ‘비만’, 'disabled person',

'obesity' 등의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한 후 최종적으로 25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총 25편의 논문은 2005년 이후 2006년,

2008년, 2009년,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1편 이상의 논문

이 발표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지적 장애인의 비만 관리

고찰

로 비활동적이며, 일반 성인에게 요구되는 만큼의 신체적

활동량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체중 증가의 빈도수가 상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3). 움직임의 감소

로 나타나는 비만은 장애 인구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1.9배

에 이르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동반이 증가하고

일반인보다 약 1.2~13.9배 이상 비만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애인 비만에 관련된 논
Mental disorder
Body mass index
History of hypertension
History of diabetes
Demographic information
Income level

비만율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연구 1편31)이 있었다.

1)
2)
3)
4)
5)
6)

편30)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비만율 차이 및 장애와

n=7,711
Physical disabilities who
completed the national
health check in both years
(2011 and 2013)

1편29), 지적 장애인 신체질량지수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1

Choi & Cho
(2019)22)

로 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실제적 유용성을 연구한 논문

3

그 외의 논문은 메타분석을 통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

Body fat
Body mass index
Abdominal obesity
Blood pressure
Blood lipid
Blood sugar
Income level
Demographic information

콜레스테롤 수치 및 설문조사, 근력검사 결과가 측정지표

n=6,797
1)
Disability groups of the 3rd 2)
through 6th degrees
3)
4)
5)
6)
7)
8)

Results

체성분 분석을 측정지표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혈압, 혈당,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in the obesity condi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howed that such a change had a significant relation with BMI of initial year,
age, income level, history of hypertension, history of diabetes, people with
mental disorder.

Higher levels of abdominal obesity and BMI were found among those who were
male were younger and had higher incomes. As the risk of obesity was higher
in those with disabilities than in those without disabilities.

Obesity rate is related to strength and muscular endurance. Obesity exercise
program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should start from strength reinforcement and
increasingly expand their physical activity to cardiac endurance and flexibility.

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신체계측(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과

Hong (2016)21)

적절한 행동들, 만성 건강 관련 약물 복용 등으로 비만의
Metrics

만도 변화 등 조건에 따른 비만도 비교 연구도 2편27,28) 있

Body weight
Body fat
Body mass index
Waist-hip ratio
Cardiorespiratory endurance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Demographic information

애인의 비만도 변화, 시각장애 정도 및 연령대에 따른 비

2

있다34).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1)
2)
3)
4)
5)
6)
7)
8)

승한다32). 장애인은 신체활동의 저하 및 장애로 인한 부

Group

분석한 논문이 4편23-26)이 있었다. 그 외 청소년기 지적 장

n=906
Intellectual disabilities

3) 기타

20)

3편20-22), 장애인의 활동량 및 운동량에 따른 비만의 정도를

Kim (2014)

가지 검사수치 및 척도 등과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논문이

1

로 사용되었다(Table 2).

No. Author (yr)

Table 2. Details of Observ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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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일상생활활동에 불편함이 있어 신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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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et al.
(2011)26)

Kim (2014)

Kim (2010)28)

7

8

9

BMI: body mass index.

27)

n=84
Intellectual disabilities
(54 Male,
30 Famale)

n=424
Visual impairments

n=94
Intellectual disabilities
(59 Male, 35 Famale)

Body weight
Body fat
Body mass index
Waist-hip ratio
Demographic information

1) Sex
2) Body mass index

1)
2)
3)
4)
5)

Body weight
Body fat
Body mass index
Waist-hip ratio
Cardiorespiratory endurance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7) Sex

1)
2)
3)
4)
5)
6)

1) Frequency and time of sport
participation
2) Questionnaire for physical
self-efficacy

There was a difference in BMI between men and women, but both men and
women increased with growth. Obesity degree according to the gender of
students showed no meaningful differences.

Men; adulthood has highest body fat rate and school age child has lowest body fat
rate. Women; amblyopia in 50’s and blind in 30’s showed highest body fat
rate and school age girls have lowest body fat rate. In WHR, both amblyopia
and blind have difference in body fat rate and BMI which showed irregular
arrangement.

Obesity degree according to the gender of students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Cardiorespiratory endurance according to the gender of students did not show
meaningful differences. Obesity degree according to the physical activity level of
students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Cardiorespiratory endurance according
to the physical activity level of students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Obesity level and cardiorespiratory endurance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evealed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Physical self-efficacy was affected by the frequency and time of sport participation
in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with significant difference.

n=423
Physical disabilities

25)

Jeoung (2005)

6

Physical self-efficacy and abdomen length was affected by the frequency and time
of sport participation in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with significant difference.

1) Frequency and time of sport
participation
2) Questionnaire for physical
self-efficacy
3) Tape measure for abdomen length

n=133
Intellectual disabilities

Results

Jeoung & Hong
(2005)24)

Metrics
Significantly higher in 10-19 hour/week group than over 30 hour/week group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body fat percentage among the groups.

Group

n=90
1) Body fat percentage (skinfolds
Spinal cord injured athletes
method: triceps, subscapular,
n=40
supraspinale)
Spinal cord injurednd
2) Exercise time
sedentaries
n=64
Ordinary peop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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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3)
(2010)

No. Author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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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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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도 이루어지는 등 과거의

이상은 비만으로 추정, 여자 청소년의 경우 BMI 24.1~24.8

단순 임상연구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연구를 하려는 움

과체중, 24.9 이상은 비만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성인의

직임이 보였다. 논문의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25편의 논문

BMI 준거는 과체중이 24.0~25.9, 비만은 26.0 이상으로

중 임상연구논문이 22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임상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지적 장애인 비만에 대

연구논문은 중재연구 13편, 관찰연구 9편으로 분류되었다.

한 집중적인 연구가 행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장애인

중재연구의 경우 모두 운동요법을 행하였으며 모든 연

비만 연구 수행 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각

구에서 BMI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유의성 있게 효과적으

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로 나타났다. 그러나 13편의 중재연구 중 대조군을 사용

또한 단순히 비만도 지표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대

한 연구는 7건 밖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정한 틀이 갖춰

사증후군 지표를 함께 분석한 논문들이 8편8-10,12,14,16,17,21)

져 있지 않은 연구가 많았다. 관찰연구의 결과 장애인의

보고되었으며 복부비만도 감소8-10,12,16) 및 혈중지질수치가

신체활동 저하 및 장애로 인한 비만 유병률의 증가, 만성

개선8,12,14,16,17)되고 혈압12,16) 및 혈당16) 수치도 개선되는 등

질환 위험성 동반 증가 등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유의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77.2%

외 삶의 질 등의 하락도 연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찰연

가 당뇨,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

구 역시 대부분의 연구가 단순 신체계측을 중심으로 한

며,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그 유병률이 높은 편이고 2차

단순 관찰연구로 진행되어 향후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

질환이 장애로 인하여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

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 1편의 메타분석연구 논문을 제

비해 건강관리 역량도 낮다는 점36)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

외하고 임상연구논문 외의 다른 형태의 논문이 아직 발표

인 비만 연구 시 대사증후군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되지 않아 앞으로 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필요할 것이다.

하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한의학계는 물론 의학계에서도 장애인의 비

25편의 연구 중 지적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18편으로

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장애인의 비만에 대한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적 장애인의 비만이 다음과

의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논문이 없으며 장애인 비만에

같은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기에 주요 연구 대상으

대한 치료법으로 운동요법 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

로 다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적 장애인은 다른 장

이다. 해외에서의 경우 영국37)과 미국35)에서 적극적인 지

애인에 비해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의 부족으로 독립적 생

도를 통한 비만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및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불

이상의 연구 결과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운동량 부족

규칙한 식사와 고열량 식품 섭취, 과식, 편식하는 경향이

및 만성 건강 관련 약물 복용 등으로 비만의 위험이 더

10)

있어 비만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이고 또한 지적 장애인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발병 후 합병증으로 인한 건강

들의 부모와 가족 등 주변 사회적 환경의 과잉보호는 스

악화 등의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향후 많은 관심과 연구

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려는 의지를 악화시켜 지적 장애인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15)

들을 비만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된다 . 또한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 비만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지능 발달의 장애는 운동 기능의 발달 장애도 동시에 수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며 그 결과 장애인의 비만질환에 대한

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장애가 심할수록 운동 지능이

국내 의학계의 접근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8)

열등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일반인보다 비만 비율이
30)

한의학계에서 장애인 비만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과 연

높아 이에 Kim과 Han 은 2012년 지적 장애인의 신체질

구를 행하여 장애인 비만질환에 대한 학술적인 성취 및

량지수의 규준참조 평가기준과 준거참조 평가기준을 개

나아가 치료 프로토콜의 개발과 임상적용이 활발하게 이

발하였다. 백분위수와 등급기준을 산출하여 지적 장애인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청소년, 성인, 성별에 따른 BMI 규준참조 평가기준을 제
시하였고,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ROC)

결론

곡선을 이용하여 지적 장애인 BMI 준거참조 평가기준을
추정하여 남자 청소년의 경우 BMI 22.3~23.6 과체중, 23.7

총 2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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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Samultang. J Daejeon Oriental Med. 2011 ; 20(1) : 175-82.

1. 연구 중 지적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18편으로 상당

7. Hong YJ, Jeoung BJ. The study of sport activity on

수를 차지하였다. 앞으로도 지적 장애인 비만에 대한

obesity in people with disabilities. J Kor Phys Edu Assoc

집중적인 연구가 행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장애

for Girls. 2005 ; 19(3) : 27-36.

인 비만 연구 수행 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비만 비율이 높은 편이고 2
차 질환이 장애로 인하여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일
반인에 비해 건강관리 역량도 낮다는 점을 고려하
였을 때 장애인 비만 연구 시 대사증후군에 관한 연
구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8. Shin W, Kim JG. Impacts of a 40-week various aerobic
exercise program on body composition, cholesterol and
uric acid of obese people with disabilities. Kor J Sport.
2016 ; 14(2) : 327-34.
9. Lee BJ.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n after-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the body composition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 Adapted Phys Activity
& Exercise. 2007 ; 15(3) : 167-81.

3.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쉽게 비만에 노출되며

10. Han DG, Yang HN, Seo JH. The effect of 12 weeks of

비만 합병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의 위험성이 더

combined training on body composition, health-related

높으므로 향후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나 한의학

physical fitness, and bone mineral density of obese and

계 및 의학계에서 장애인의 비만에 대한 연구가 진행

osteoporotic intellectual disabilities-case study. J Digit

되지 않아 장애인의 비만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 및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한의학계에서 장애인 비만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
과 연구를 행하여 장애인 비만질환에 대한 학술적인 성취
및 나아가 치료 프로토콜의 개발과 임상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Convergence. 2018 ; 16(2) : 375-83.
11. Yun SM. The effects of a regular aquatic program on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i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 Adapted Phys Activity & Exercise. 2016 ;
24(1) : 87-97.
12. Kim SH, Kim KH, Lee IK, Cho HG, Choi HR. The effects of 8 weeks of gym ball exercise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index in female adolesc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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