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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Ⅰ

장애인 비만(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식이요법, 식단 등
영양학적 내용
심소현 (올바른식습관교육센터 대표)

저도 요리 수업해도 될까요?
삐거덕...삐거덕...
휠체어 위에 나무판자를 올리고,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서 수업에 참석한 여학생
지속적인 움직임 때문에 안전을 위해 몸을 고정해놓고 첫 수업을 시작했다.
누워만 있어야 하는 지체장애 학생이 수업을 들으며, 활동보조인이 요리를 만들어 주는데,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맞는지 묻는 분도 있다.
하지만 수업에 직접적인 참여는 학생이 한다.
장애인 학생은 활동보조인에게
“재료의 크기는 작게 혹은 크게 해주세요.”
“맛은 달게 혹은 짜게 하기 위해 양념은 무엇을 더 넣어주세요.”
“나는 당근은 싫으니 빼고 조리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
쉬지 않고 활동보조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포장을 해서 가족들과도 나눠 먹는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
는 식생활 개선 및 장애인 자립을 위한 요리실습 프로그램이다. 참여형 영양교육을
통해 뇌병변 지체장애인 학생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 교
육 받았고, 주도적인 건강관리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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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 바로 알기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음식 섭취의 제한이나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영양의 공급이 어렵다. 이로 인한
취약한 건강 상태는 비만이나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해 이차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018 장애인 건강관리사업보고’ 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 유병률과 당뇨병 유병
률은 비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장애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31.2%로,
비장애인의 고혈압 유병률 10.2%의 3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 신체장애인의 당
뇨병 유병률은 8.9%, 비장애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3.0%로 나타났으며, 고령 장애인
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96.3%로 비장애인(89.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평균 만성질
환 수는 고령 장애인이 4.0개, 비장애 고령인이 3.4개로 고령 장애인이 더 높게 나타
났다.
만성질환은 장애인의 유병률도 증가시킨다.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
다고 응답한 장애인 가운데 만성질환의 종류를 모두 조사한 결과, 고혈압이 54.5%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은 25.6%였다. 장애유형별로는 고혈압은 뇌병변 장애와 신장장
애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당뇨병은 신장장애인, 간 장애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장
애유형별로 발생하는 만성질환 종류도 다르다.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인 중 뇌졸중
환자일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음으로,
비장애인보다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장애인의 높은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비만 위험군에 속해있다. 비
만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서 발명할 수 있는 심각한 만성질환 중 하나이다.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평상시 식습관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식습관을 조절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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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처방전 1 : 골고루 식품구성자전거&식품구성안
(권장식사패턴)
1. 식품구성자전거
균형 잡힌 식생활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기’,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기’로, 세 가지 원칙을 포함한 식생활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균형 잡힌 식
생활을 머릿속에 쉽게 기억해두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자.
식품구성자전거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이 2010년 처음 개정된 후, 2015년 한 번
더 개정이 되면서 지금의 모형이 완성되었으며, 그전까지 사용되었던 ‘식품구성탑’에
서 개정된 것이 우리나라의 식사모형이다. 과거 식품 섭취를 양적 측면으로 보았다
면, 이 모형은 건강을 생각하여 질적인 섭취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구성했다. 운동을 권장하기 위해 자전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자전거의 뒷
바퀴는 다섯 가지 식품군에 권장식사패턴의 섭취 횟수와 분량에 비례 되도록 면적을
배분하고, 앞바퀴는 물잔 이미지를 삽입하여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수
분 섭취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과거의 식품구성탑

현재의 식품구성자전거

[그림 1] 과거의 식품구성탑과 현재의 식품구성자전거
자료: 보건복지부(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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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식품들의 종류와 영양소 함량에 따라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묶어보면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 유지·당
류 등 6가지 식품군으로 구분된다.
식품구성자전거는 이러한 6가지 식품군 중 과잉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유지·당류
를 제외한 5가지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필요한 만큼 먹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식품구성자전거의 뒷바퀴를 보면 곡류는 매일 2-4회, 고기·
생선·달걀·콩류는 매일 3-4회, 채소류는 매 끼니 2가지 이상, 과일류는 매일 1-2개, 우
유·유제품류는 매일 1-2잔을 섭취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유지·당류는 조리 시 조
금씩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2015년 모형을 개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
의 하루 필요량에 따라 식품의 양과 종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식사구성안(권장식사패
턴)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하루에 필요한 식품군의 섭취를 정할 수 있다.

2. 권장식사패턴
식사구성안(권장식사패턴)이란 개인이 복잡한 영양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영양소
섭취 기준에 맞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든 방법이다. 각각의 1일 에너지 필요량
에 따라 식품군별 섭취 횟수를 계산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한 열량을 안
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식품군별 섭취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루에 필요한 식품군
별 섭취 횟수에 따라 식단을 구성하여 식사하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량을 충
족할 수 있다.
① 권장식사패턴에 적용할 성별ㆍ연령별 기준 에너지와 권장패턴 확인하기
먼저 영양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하므로, 권장식
사패턴을 활용하여 생애 주기에 맞는 그룹을 선정한다. 연령별로 구분 지어있지만,
장애유형별로 기준에너지를 적용해야 한다.

KoDD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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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연령별 기준에너지
연령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에너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남자
1,000
1,400
1,700
2,100
2,500
2,700
2,600
2,400
2,200
2,000
2,000

1-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여자
1,000
1,400
1,500
1,800
2,000
2,000
2,100
1,900
1,800
1,600
1,600

남자
1,000A
1,400A

여자
1,000A
1,400A

1,900A

1,700A

2,600A

2,000A

2,400B

1,900B

2,000B

1,600B

자료: 보건복지부(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② 생애주기별 권장식사패턴 구성하기
영유아·청소년의 성장기 특징을 반영하면, 하루 우유 2컵을 섭취하는 형태의 권장
식사패턴 A와 하루 우유 1컵을 섭취하는 형태의 권장식사패턴 B로 제시할 수 있다(칼
슘 섭취를 필요로 하는 장애유형의 경우 A패턴으로 구성 권장). 생애 주기별 권장식
사패턴을 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루 동안 섭취하도록 한다. 성인기에 해
당할 수 있는 패턴 B는 1,000kcal-2,700kcal까지 제시한다.
<표 2> 생애 주기별 권장식사패턴 B(우유·유제품 1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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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kcal)

곡류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1.5
1.5
2
2
2.5
2.5
3
3
3
3
3.5

KoDDISSUE

고기·생선·
달걀·콩류
1.5
2
2
2
2
2.5
2.5
3.5
3.5
4
4

채소류

과일류

5
5
5
6
6
6
6
6
7
8
8

1
1
1
1
1
1
1
1
2
2
2

우유·
유제품
1
1
1
1
1
1
1
1
1
1
1

유지·
당류
2
3
3
4
4
4
4
4
4
4
4

곡류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
2,700

3.5
3.5
4
4
4
4
4

고기·생선·
달걀·콩류
4.5
5
5
5
5
6
6.5

채소류

과일류

8
8
8
8
8
9
9

2
2
2
2
4
4
4

우유·
유제품
1
1
1
1
1
1
1

유지·
당류
5
6
6
6
7
7
8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열량(kcal)

자료: 보건복지부(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건강지킴이 처방전 2 : 나다운(↓) 건강관리
1. 염분
신체적, 환경적 다양한 조건에 따라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시각장애나 발달장애의 경우 손쉬운 조리 방법의 가공식품이나 자극적인 배달 음
식 섭취가 늘어나게 된다. 이때 나트륨의 과잉섭취로 인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
지면 세포 속에 위치한 수분이 혈관으로 유입되어 혈관에 수분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고혈압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표 3> 염분이 적은 음식과 많은 음식
식품

염분이 적은 음식

염분이 많은 음식

곡류

쌀,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소금을 넣지 않은 곡류

라면, 수프 등

빵류

제한 식품이외의 모든 식품

소금, 베이킹파우더, 소다를 넣고 만든 빵

고기,
생선류

소고기, 돼지고기, 간, 신선한 생선,
소금을 뿌리지 않은 말린 생선 등

통조림, 소금에 절인 고기나 생선, 베이컨,
햄, 조림, 졸인 생선이나 치즈 등

채소류

소금을 넣지 않고 조리한
신선한 채소류

김치, 깍두기, 장아찌, 통조림, 해조류

지방류

참기름, 식물성기름

버터, 마가린

과일류

신선한 과일 모두

과일통조림

생수

국물(찌개, 김치국물, 탕, 국), 스포츠음료

파, 마늘, 생강, 고추, 후추 등

화학조미료

수분
양념류

자료: 국립재활원(www.n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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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염분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사요령
· 조리 시에는 간을 하지 않고 섭취 시 양념장(또는 약간의 소금 등)을 이용한다(입에서 바로 짠
맛을 느끼므로 실제로 섭취하는 염분의 양은 적어짐).
· 끊고 있는 상태에서는 짠맛을 느끼기 어려우므로 국이나 찌개는 다 끊인 후 드시기 직전에 최
종 간을 본다.
· 소금과 장류의 사용량은 반으로 줄이고 식초, 레몬, 오렌지즙 등의 신맛을 내는 소스와 겨자,
고추냉이, 후추, 마늘, 생강 등 향신료를 이용한다. 쑥갓, 미나리 등 향이 좋은 채소를 이용하여
싱겁게 조리한다.
· 조리 후에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마요네즈, 케첩 등을 추가로 첨가하지 않는다(예: 비빔밥
을 양념하지 않고 먹기, 파전을 양념장 없이 먹기 등을 시도해 본다).
· 장아찌, 젓갈 등은 되도록 피한다.
· 식품 자체에 염분의 함량이 높은 것은 재료로 선택하지 않는다(예: 자반 생선).
· 라면 등 면류 자체에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끊는 물에 데친 후 조리한다. 또한 수프를 적게
넣고 국물을 조금만 마시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다.
· 염분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림은 피하는 것이 좋다(단, 조림은 열량을 줄일 수 있다).
· 국은 찌개나 된장국 대신 염분이 적은 맑은국으로 조리한다(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
· 김치는 염분이 적은 겉절이나 나박김치, 백김치, 동치미 등을 섭취한다.
· 몸속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칼륨의 섭취를 늘린다(칼륨이 많이 든 쑥갓, 시금치,
마늘, 버섯, 바나나, 오렌지 등 채소나 과일).

2. 지방
과도한 지방 섭취는 비만이나 그와 관련된 질환을 발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및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많은 식품의 섭취를 조절하여 지방 섭취가 총 열
량의 20% 이하 수준이 되도록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콜레스테롤이 함유
된 식품이 반드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도한
양을 섭취하면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 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식품은 주 1~2회 이하로 섭취 횟수를 줄이고
하루 200mg 이하로 섭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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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섭취
불포화지방

◈ 상온에서 반고체 또는 고체 상태로 존재
◈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포화지방

◈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
◈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다가 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
◈ 다가 불포화지방산* 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식품

포화지방산이 많
이 포함된 식품

오메가-3계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식품

불포화지방산이 많
이 포함된 식품

소간, 돼지 간, 메추리알,
달걀노른자, 쇠고기·돼
지고기·닭고기의 기름,
오징어, 새우, 장어, 뱀장
어, 미꾸라지, 소라, 문어,
생선 알과 내장, 베이컨·
소시지·햄 등과 같은 인
스턴트식품, 치즈, 우유

돼지고기, 소고기,
닭 껍질, 버터, 마
가린, 생크림, 치
즈, 소시지, 햄, 베
이컨, 초콜릿, 코
코넛기름,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

민물장어, 방어, 임연
수, 고등어, 청어, 꽁치,
생멸치, 정어리, 삼치,
가자미, 농어, 대구

등 푸른 생선, 옥수
수기름, 콩기름, 들
기름, 참기름, 올리
브기름 등

* 다가 불포화지방산: 오메가-6계지방산과 오메가-3계 지방산으로 구분, 오메가-3계 지방산은 혈중 중
성지방을 감소 시켜 심장질환의 발병위험을 낮춘다. 오메가-3계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종류들을 일
주일에 3~4회 정도 적당한 양(1토막 정도)을 섭취
자료: 국립재활원(www.nrc.go.kr)

건강지킴이 처방전 3 : 장애유형별 영양플러스
활동량의 적은 지체장애 경우 선택적인 영양 관리를 필요로 한다. 장애유형별 영양
을 고려한 식품 섭취는 삶의 질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1. 요로감염 예방과 수분 섭취
좌식생활을 많이 하는 장애인의 경우 요로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물은 요로감염
을 일으키는 세균을 씻어내고 다른 찌꺼기들을 방광으로부터 배출시킨다(다른 질환
이 없다면, 요로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2리터가량의 물을 마실 것을 권함). 물은
신장 및 방광결석을 예방한다. 일부 장애유형에 따라 비장애인보다 갈증을 늦게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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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수분 섭취 애플
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열이 있거나 구토와 설사 등으로 수분을 빼앗겼
다면 더 많은 수분의 공급이 필요하다.

2. 배변 활동과 섬유소 섭취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해 매일 적절한 식이섬유소와 수분의 공급이 필요하다.
25~35g 정도의 식이섬유소를 매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방이 많은 식품은 피
하는 것이 좋다. 수용성 섬유소는 과일, 해조류, 콩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불용성
섬유소는 채소와 현미나 보리 등의 전곡 식품에 포함되어 있다.
<표 6> 섬유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식사요령
· 흰밥보다 잡곡밥으로 먹는다.
· 녹즙보다는 생채소나 나물로 식사 때마다 최소 1접기(150g) 이상 먹는다.
· 과일주스나 통조림보다는 생과일로 하루 1∼2번(100~200g) 먹는다.
· 외식할 때 섬유소가 적게 들어 있는 갈비탕, 곰탕, 설렁탕 등의 탕류보다 섬유소 함량이 높
은 비빔밥, 김밥, 쌈밥 등을 선택해서 먹는다.
· 라면, 피자 등의 인스턴트식품이나 과자 등에는 섬유소는 적고 열량이 높으므로 가급적 섭
취를 삼간다.

3. 골다공증과 칼슘 섭취
장애 발생 후 인체의 신진대사는 변화한다. 장애 발생 후 초기 몇 개월간 인체 내 칼
슘 등 뼈의 무기질이 빠져나가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골밀도가 저하되
며,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부나 호흡기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미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요로결석이나 이소성골화(비정상적으로 칼슘이 뼈에 축적되는 것)를 우려하여
칼슘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 1000~1500mg의 칼슘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유제품(저지방), 칼슘이 강화된 음식, 시금치, 녹색 채소, 콩류 등은 칼슘의
좋은 급원 식품이다. 비타민 D는 인체가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비
타민 D는 햇빛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므로 하루 10~15분간 햇빛을 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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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식품군 별 칼슘량

우유 및
유제품

어류 및
해조류
두류

식품명

식품량

칼슘량
(mg)

우유

1컵

요플레

식품군

칼슘량
(mg)

식품명

식품량

224

달래

118

1개

156

근대

치즈

1장

123

시금치

생것 1/3컵
또는
익힌 것
1/3컵

뱅어포

1장

158

182

잔멸치

2큰술

90

무청

고등어

1토막

56

냉이

생것 1/2컵
또는
익힌 것
1/4컵

물미역

2/3컵(생)

107

배추김치

9쪽

32

두부

1/5모

145

귤

1개

89

사과

중1개

26

아몬드

20개

60

땅콩

20개

50

깨소금

1/2큰술

49

채소류

고춧잎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식품군

53
29

115
58

과일류
계란

1개

20

소고기

탁구공
크기

4

밥

1공기

21

고구마

중1개

30

육류

곡류

견과류
및
종실류

자료: 한국골대사학회(2007), 진단 및 치료지침

건강지킴이 처방전 4 : 식생활 지침
○ 채소, 과일, 우유 제품을 매일 먹자.
- 여러 가지, 채소, 다양한 제철 과일을 자주 먹고, 우유 제품을 매일 먹는다.
○ 술을 마실 때는 하루 1~2잔 이내로 제한하자.
-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1잔 이내로 제한한다.
○ 지방이 많은 고기와 튀긴 음식을 적게 먹자.
- 튀기거나 볶은 음식을 적게 먹고,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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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즐겁게 하자.
- 아침을 거르지 않는다.
○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 짠 음식을 적게 먹고,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사용한다.
○ 음식을 먹을 만큼 준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자.
- 남은 음식은 바로 냉장 보관하고 오래 두지 않는다.
○ 활동량을 늘리고, 알맞게 섭취하자.
- 운동은 1회 30분 이상, 1주 2~3회 이상 실천하고 단 음식과 단 음료를 제한한다.
○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생활을 즐기자.
- 밥과 다양한 반찬을 갖춘 식사로 영양의 균형을 유지한다.
○ 내 몸에 맞는 체중 관리하자.
- 체중의 5~10% 감량과 감량 체중의 유지가 현실적인 목표치이며 체중의 5~10%
를 6개월 이내에 감량하도록 권고하나 3~5% 감량으로도 심혈관질환 개선 효과
가 있다.
○ 식사일기 작성하자.
-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 식욕, 음식 섭취 전 기분을 기록하며 섭취한 음식의 재
료·양·조리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고 감정에 따른 식사습관도 확인 가능.
- 일자/식욕과 기분/식사 시간·식사 소요 시간/식사 장소/섭취 음식/수분 섭취량
기록.
○ 식사계획을 세우자.
- 매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실천 가능한 식사계획을 세워 식이를 조절한다.

기본권을 위해 소리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는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과 평가를 하고 있다. 제3차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2011~2020년)’에서 ‘장애인 건강’이 추가되었다.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
고,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질환이나 장애를 예방하며, 장애인의 의료이용 불평등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의 건강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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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 자료들이 있다 해도, 다양한 장애유형별 영양 관리 방법은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 개인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포괄적 서비스가
개인 특성 및 삶의 공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체계
를 구축해야 하며, 일차원적 요소가 아닌, ‘운동·영양·행동교정·심리·가족지원’
이 포함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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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Ⅰ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기능수준에 따른 맞춤형 자가 운동 프로그램
이민영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보건연구사)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신체활동 현황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국립재활원은 2018년도 장
애인건강관리사업 결과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2016년 기준)을 전체인구와 비교하
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 장애인의 비만 유병상태는 42.3%로 전
체인구의 비만 유병상태 34.9%보다 7.4%p 높고, 만 30세 이상 장애인의 고혈압 유병
상태는 44.5%로 전체인구의 고혈압 유병상태 43.6%보다 0.9%p 높으며, 만 30세 이상
장애인의 당뇨병 유병상태는 20.8%로 전체인구의 당뇨병 유병상태 13.0%보다 7.8%p
높다. 즉, 주요 만성질환인 비만, 고혈압, 당뇨 모두에서 전체인구보다 높은 유병상태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장애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체인구에 비해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16.3%로 전체인구의
실천율 18.2%보다 1.9%p 낮았고,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9.5%로 전체인구의 실천
율 8.9%보다 0.6%p 높았다. 장애인의 걷기 신체활동 실천율은 31.1% 전체인구의 실
천율 33.1%보다 2.0%p 낮았다. 장애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격렬한 신체
활동 신철율 경우 중증 장애인의 실천율은 13.4%로 경증 장애인의 실천율 17.4%보다
4.0%p 낮았고,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중증 장애인의 실천율은 8.5%로 경증
장애인의 실천율 9.9%보다 1.4%p 낮았다. 걷기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중증 장애인
의 실천율은 28.4%로 경증 장애인의 실천율 32.2%보다 3.8%p 낮았다. 결과적으로 장
애인이 만성질환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체활동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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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밝혀진 바와 같이 낮은 신체활동 실천율은 다시 만성질환 발생률을 높이는 악순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해결함으
로써 만성질환 유병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신체활동 방해요인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장애가 심해서’
가 28.0%, ‘시간 여유가 없어서’ 27.7%, ‘장애상태가 악화될 것 같아서’ 13.7%, ‘시설 접
근과 이동의 어려움’ 6.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유인 ‘장애가 심해서’라는 답변에는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장애
인용 운동기구, 그리고 전문 지도 인력의 부재, 중증 장애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이 내포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운동을 하고 싶으
나 중증 장애인이 운동을 할 공간도, 장애인에게 운동을 가르쳐줄 전문 인력도, 그러
한 프로그램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가 심해서’ 운동
을 하지 못하겠다고 느끼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체육시설을 늘리거나, 체육시
설에 전문 지도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이나, 당장
의 현실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집 근처 공원(66.8%)과 집안
(11.4%)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장애인 스스로, 혹은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간
단한 자가 운동방법을 가이드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효율적인 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 운동 프로그램으로 자세 조절(균형), 유연성 운동(스트레칭), 근력 운동, 저항 운
동, 유산소 운동 등의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보행이 가능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
우가 많았다. 보건소의 집단운동 프로그램도 보건소에 나와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행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어 집 밖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운동
기능수준이 낮은 장애인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국립재활원에서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운동 기능수준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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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수준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2018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서울시 중구보건소와 협력하여 서울시 중구, 동
작구, 종로구 3개 보건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단
계적 발전 모델」을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간단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
을 운동 기능수준에 따라 (1) ‘눕기와 앉기군(supine&sitting group)’, (2) ‘앉기와 서기
군(sitting&standing group)’, (3) ‘서기와 걷기군(standing&walking group)’으로 분류하
고 각 군에 맞는 운동 자세를 가이드 한다. 각 군의 naming을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눕기와 앉기군’은 현재 기능수준은 눕기만 가능하나, 훈련을 통해 앉기 상태를 목표
로 하는 군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운동 초반에는 누운 자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운
동을 가이드하고 기능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앉기 자세를 시도하는 프로
그램으로 구성된다. 평가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직군에 상관없이 누
구나 일정한 공간만 확보되면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1) 운동평가척도(Motor Assessment Scale) 4번 항목(“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2) 30초 앉았다 일어서기(30-second
chair sit-and-stand test), (3) 8피트 왕복하기(8-feet up-and-go test)를 적용하였다. 평가
를 통한 군분류 기준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운동기능 수준에 따른 군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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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분류

운동평가척도
(Motor
Assessment
Scale)
4번 항목

결합
조건

30초 앉았다
일어서기
(30-s chair sitand-stand test)

눕기와 앉기군
(supine&sitting
group)

4점 미만/ 6점

OR

6회 미만

해당 없음

앉기와 서기군
(sitting&standing
group)

5점 이상

AND

6회 이상8회 미만

해당 없음

서기와 걷기군
(standing&walking
group)

6점/ 6점

AND

8회 이상

KoDDISSUE

결합
조건

AND

30초 앉았다
일어서기
(30-s chair sitand-stand test)

9초 이상

장애인 자가 건강관리과 디지털 헬스케어와의 접목 제안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국립재활원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보건소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단계적 발전 모델」
을 발전시켜 2018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과제를 통해 「보건전문가를 위한 장애인
건강의사결정지원시스템(Health Decision Support System, HDSS)」을 개발했다. HDSS
의 목적은 말 그대로 보건전문가가 장애인의 운동 기능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
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이 장애인 개인의 기능수준에 맞는 다양한 운동 컨텐츠를 조
회해서 보여줌으로써 보건전문가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다. 국립재활원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운동 컨텐츠’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운동 컨텐츠 리스트’ 는 <표 2>와 같다.

□ 옆으로 누워 허벅지 늘이기
[운동번호: 408] 유연성운동 난이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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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배가로근 수축 1
[운동번호: 475] 근력운동 난이도: 상

[그림 1] 눕기와 앉기군 운동 컨텐츠 예시
자료: 국립재활원(2018). 보건전문가를 위한 장애인 건강의사결정지원시스템(Health Decision
Support System, H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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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눕기군 운동 컨텐츠 리스트 예시
운동
자세

운동
유형

난이도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기능수준

운동컨텐츠 및 피해야 할 질병
1. 깍지 끼고 오른쪽 왼쪽 만세하기

상

2. 옆으로 누워 허벅지 늘리기
3. d: 고혈압
4. 섬네일테스트
1. 손목 굽힘근 늘리기
2. 손목 평근 늘리기

유연성

3. 팔 교차해서 어깨 등 늘리기
4. 깍지 끼고 만세하기
하

5. 깍지 끼고 나란히 하기
6. 아픈 손잡고 팔꿈치 구부리고 펴기

눕기

7. 아픈 손잡고 몸통 돌리기

눕기

8. 무릎 구부리고 다리 돌리기
9. 한쪽 다리 들어 양반다리 만들기
1. 윗몸올리기
2. 누워서 배가로근 수축1
상

3. 누워서 배가로근 수축2
4. 다리 들어 올리고 벌려 주기

근력

5. 슈퍼맨 운동
1. 누워서 한다리 펴서 들기
하

2. 누워서 다리 뻗기
3. 브릿지
4. 누운 자세에서 오르막 걷기

자료: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2018).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평가.

HDSS의 운동 콘텐츠는 2019년 전국 보건소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배포된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가이드북」의 <건강관리 운동편>에 실리기도 하
였다. 2018년도 연구 결과를 발전시켜 2019년에는 보건전문가가 HDSS를 통해 추천받
는 운동 콘텐츠들을 장애인 개인의 모바일에도 출력해서 보여주는 「장애인 생활밀착
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 중에 있다. 장애인 생활밀착형 스
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의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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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눕기와 앉기군 운동 컨텐츠 리스트 예시
자료: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2019). 장애인 생활밀착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마치며
장애인의 자가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수준을 가진 장애인의
건강관리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하고, 폭넓은 건강관리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ICT와 AI, IoT 기술의 발전은 이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로부터 장애인에게로 건강 지식을 전달하는 일 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장
애인이 본인의 생체신호나 환자생성건강기록(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PGHD)
을 모바일을 통해 보건전문가에게 전달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실현될 날도 얼
마 남지 않았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애인의 운동 기능수준 이외에도 개인
의 건강 상태 혹은 건강관리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더 많은 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복합적인 영향요인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정교한 개인별 맞춤형 건
강 컨텐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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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Ⅰ

장애인 건강을 위한 한방약학적 고찰
구미경 (약사)

들어가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장애로 인한 불편한 몸
에 대해 스스로 받아들인 지 오래되었다. 유년 시절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놀림을 받기도 했고, 이로 인해 왼쪽 다리보다 한 뼘 정도 더 짧은 오른쪽 다리
의 장애에 대해 스스로 비관적인 말을 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
지 않았다. 스스로에 대해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내 인생의 북극성이 되
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표
가 지금의 나로 이끌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아직 멀다.
나는 장애를 운동과 한방 약재의 힘으로 극복했다. 소아마비 장애인의 몸으로 약학
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약사로서 약국을 개업했다. 유년 시절부터 꿈꾸던 한약사로서
환자들에게 양약과 한약의 밸런스를 맞추어 약을 권하고 싶어 한방에 대한 공부도 열
심히 했다. 그러나 옆을 돌아볼 틈이 없었던 20대 시절이 지나가고 자리를 잡은 시기
부터 장애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
는 운동은 수영이다. 물에 들어가면 다리길이가 불균형 한 것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다. 뛰는 활동이나 걷는 활동이 힘든 나에게는 수영이 유일한 운동이었다. 겨울
에는 스키로 운동을 했다. 팔의 힘을 이용해 스키를 탈 수 있는 ‘아웃트리거’라는 보조
기기를 활용해 스키를 타고 있으며, 스키가 다리 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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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함께 한방 약재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한방약재를 통해 왼쪽 무릎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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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많이 완화되었다.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게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활동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 모두가 나처럼 노력을 통해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노력 자체를 하는
것이 힘든 환경인 분들도 있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면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에 대해 받아
들이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

장애인의 비만 및 건강관리 현황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통계에 따르면, 남성 장애인의 주요 사망원인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질환’,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당뇨’인데 반해, 여성 장애인은 1위가 ‘뇌
혈관질환’ 2위가 ‘암’,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당뇨’로 차이를 보였다.1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종혁 교수는 2018년도 심포지엄에서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 비만, 고혈압, 암과 같은 질병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
으며, 여성 장애인의 사망원인 1위가 뇌혈관질환임으로, 여성 장애인이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가질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활동이 적어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신문기사
에 따르면, 혼자 밥을 먹고 게임을 즐기는 1인 가구 중 30대 남성의 과반수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칼로리가 높은 배달 음식으로 혼자 식사하는 ‘혼밥족’이 늘
어남에 따라, 영양섭취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현대인의 건강관리는 더 후퇴한 것으로 보여 진다. 비장애인의 건강관리도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비만관리는 이것보다 훨씬 힘들 수밖에 없다.
비장애인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장애
인의 경우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장애인엽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비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성 장애인이
더 빈곤하며, 이로 인해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

1 http://www.nrc.go.kr/portal/html/content.do?depth=dl&menu_cd=09_03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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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남성 장애
인의 월 소득은 평균 126만 원이며, 여성 장애인의 월 소득은 평균 52만 원으로 여성
장애인이 더욱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관리가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건강 상 문제가 줄어들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몇 가지 약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방 약재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관리
한방에서, 비만 환자들에게는 보통 ‘방풍통성산’을 처방한다. 방풍통성산은 활석
(滑石), 감초(甘草), 석고(石膏), 황금(黃芩), 길경(桔梗), 방풍(防風), 천궁(川芎), 당귀
(當歸), 적작약(赤芍藥), 대황(大黃), 마황(麻黃), 박하(薄荷), 연교(連翹), 망초(芒硝),
형개(荊芥), 백출(白朮), 치자(梔子), 생강(生薑) 등의 약재를 1첩으로 하여, 물에 달
여 먹도록 처방 하거나, 과립 형태로 만들어 처방하기도 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에 따르면, 방풍통성산이라는 약은 중풍, 목이 쉬는 증상, 파상풍, 경련이 일어나는 증
상, 버짐, 뾰루지, 두드러기 증상, 오한과 같은 열이 나면서 눈이 충혈 되고 아픈 증상,
목이 아픈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는 증상, 구역질이 나거나 숨이 차는 증상,
변비가 있거나 소변색깔이 빨간색이고, 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에 쓰인다. 또한, 비
만 환자의 고혈압, 당뇨, 천식, 두드러기 및 피부병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에 효과가 있는 약재 중 간편하게 차로 우려서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택란(澤
蘭)’이라는 약재가 있다. ‘택란’이라는 약재는 꿀풀이라는 식물과 쉽싸리 라는 전초를
말린 것으로, 산과 들의 습한 곳에서 자란다. ‘택란’이라는 약재의 성질은 따뜻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없애 월경통을 완화시키며 소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약리 실험에서 택란은 진통과 지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
산 후 복통과 부종, 월경 장애, 타박상 등과 같은 상처 및 부스럼에도 쓰인다. 위와 같
이 ‘택란’은 이뇨작용으로 부종에 좋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신체활동이 부
족한 장애인의 비만 예방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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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운동량이 부족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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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장애인의 경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몸의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을 경우, 전신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이 유발된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에
좋은 약재는 무엇일까?
소가 끄는 마차가 밟고 지나가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차전초라고도 불리는 ‘질경
이’라는 약초가 있다. 이 약초는 고전문헌에도 등장하며 널리 쓰이고 있는 약초이다.
『동의약학』에서는 ‘이 약초가 소변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며, 열을 내리고, 기관지
분비를 항진시켜 가래를 감소시키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이 약초는
황달, 후두염, 만성 위염, 위궤양, 급·만성 세균성 이질 피부궤양 등을 치료한다. 이
약초는 산도를 정상으로 조절하고 콜레스테롤(cholesterol)의 양을 낮추며, 차로 만들
어 마실 경우 기를 보호하고 눈을 맑게 한다.’고 쓰여 있다. 『향약대사전』이라는 서적
에는 ‘질경이는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하며, 눈을 밝게 만들고,
가래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 이 약초는 편도선염, 급성결막염 등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다. 『동의보감』에는 ‘질경이는 간을 치료하며 토하거나 혈변이 나올 경우 치료에 쓰
인다. 장의 독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이고 황달과 난산 치료에도 쓰인다.’고
되어있다. 『본초학』에서는 ‘질경이는 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하며 소변과 관련된 병을
치료한다.’고 적혀있다.
‘삼칠’이라는 약재가 있다. ‘삼칠’은 오갈피 나무와 삼삼칠의 뿌리를 말린 약재로 맛
이 달고 약간 쓰며 성질은 따뜻하다. 삼칠은 간과 위, 대장에 작용하는 약재이다. 이
약재는 출혈을 멎게 하고, 어혈을 없애며, 붓기를 가라 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킨다.
토혈과, 객혈, 부정자궁출혈과, 부스럼에도 쓰인다. 『본초강목』 등과 같은 고전의서에
서 삼칠이는 지혈, 어혈을 떨어드리는 효과, 종기와 상처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
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다. 삼칠은 지혈효과가 뛰어나다. 신체 내외의 모든 출혈 증
상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인다. 또한, 지혈 후 어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삼칠은 뇌
혈관의 출혈을 멈추게 하고, 뇌혈관 파열 후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시키며, 혈압을 떨
어뜨려 뇌혈관질환을 예방한다. 몸이 마비된 증상이 올 때 삼칠근을 복용하면 뇌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회복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질경이’와 ‘삼칠’은 여러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효능은
질경이의 염증 완화와 삼칠의 혈액순환, 진액보충이다. 나는 오른쪽 다리에 연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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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 이는 질경이와 삼칠이라는 약초의 효과
라고 할 수 있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연골 이외에도 활액(滑液)이라는 것이 있다.
활액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며 우리 몸의 필수 요소로써, 기계로 치면 윤
활유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때 활액이 말라간
다. 이 활액을 보충해주면 연골이 없어도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
지체장애인 외에도 정신장애인도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무기력증, 우울증, 울화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는 약초는 ‘하고초’이다.
하고초는 꿀풀이라는 식물과 꿀풀의 전초를 말린 약재로 맛이 쓰며 성질이 차다. 이
약재는 간에 작용하는 약재이고, 열을 내리게 하고, 독을 제거하며, 시력을 아주 좋게
만든다. 하고초는 약리 실험에서 혈압을 낮추고,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항균 작
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약초는 눈이 붓고 충혈되는 현상, 부종, 고혈
압, 폐결핵, 유행성 간염 등에도 쓰이며, 현대의학에서는 하고초의 주성분인 사포닌
과 플라보노이드가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고초는 염증을 완화시켜
주고 기를 내려주는 성질이 있다. 스트레스로 화가 날 경우 기가 위로 솟고 뜨는데,
기가 떠있을 경우 편두통, 불면증, 생리통, 탈모 등의 질환이 생기고, 높은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였는지 살피고, 약
으로나 신체활동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

마치며
위에서 소개한 약재들은 모두 간편하게 차로 달여 마실 수 있지만, 체질에 따라 효
능이 상이하다. 따라서 되도록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
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스스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신체기능이 조금씩이나마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원하
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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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Ⅰ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한의학에서의 장애인 건강관리
송윤경 (가천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장애인의 건강문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의 비율이 2017년 등록 장애인 수 2,668,411명
중 96.69%로 높으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장애인의 건강문제는
비장애인에 비해 더 복잡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DeJong, 1997). 장애인은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고혈압(44.8%), 허리, 목의 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순으로 분석되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대부
분 근골격계의 통증과 질환, 식이 및 운동 등과 관련된 생활습관의 병 등을 가지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 발생의 원인으로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 총 88.1%로서(질환 56.0%, 사
고 32.1%, 선천적 원인과 출산 시 원인은 각각 5.1%, 1.4%로 나타났으며(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8), 스트레스 인지율은 58.0%로 2014년 61.0%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
체 인구 27.9%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보건복지부, 2017), 스트레스, 우울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82.3%가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병의원 이용은 2014년도의 78.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은 2017년 17.2%로, 2014
년 19.3%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8.8%와 비교하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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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은 편이다(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14.9%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인구의 31.0%보다 훨씬 낮았으
며, ‘나쁨’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51.3%로, 전체 인구의 18.4%보다 훨씬 높았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 한의진료
‘한국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수행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1,478명에 대해 의과, 한의과, 치과진료 사업평가 설문조사1 결과를 살펴보면
주치의 중 한의사가 516명(한의사 449명, 한의사+치과의사 67명), 한의사가 아닌 의
료인이 295명(의사 204명, 치과의사 91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주치의가 필요
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40.7%(329명)로 가
장 높았고, ‘예방 및 건강관리 필요’가 37.7%(305명), ‘재활 필요’가 13.5%(109명), ‘방
문 진료와 방문보건 필요’가 10.9%(88명), ‘의료관련정보 필요’가 3.2%(26명), ‘기타’가
2.6%(21명)로 나타났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 한의사가 장애인 건강관리와 진료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전체의 69.0%(296명)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
에서 수행한 한의진료, 침, 한약, 한의학적 건강 상담, 방문 진료 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조사 결과 평균 4.21(±0.741)점으로 나타났다. 건
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의진료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침, 한약’이 1위, ‘한의사
건강 상담’이 2위, ‘방문 진료’가 3위로 나타났다(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2018).
2018년 개발된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19년 한
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 지역사회 내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총 24개 지역 보건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 이에 대한 결
과 분석을 앞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1 한국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수행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경기, 부
산, 강원, 전북, 전남 등 11개 지자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과, 한의과, 치과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이다. 이 글
에서 사용한 설문조사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1,4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설
문조사는 2017년 3월 20일부터 2017년 3월 29일까지 실시되었다. 최종 분석대상자는 8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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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건강관리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한의학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 방법으로 ‘양생(養生)’을 제시하고 있다.
양생은 식생활, 운동, 생활습관 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도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은
병이 없기 전에 양생하는 것만 못하니, 병이 생긴 뒤에 약을 쓰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
다. 이것이 성인이 이야기하는 이미 병이 든 후에 치료하지 않고 병이 들기 전에 치료
한다는 뜻이다’(與其救療於有疾之後，不若攝養於無疾之先,蓋疾成而後藥者，徒勞而
已。此聖人不治已病治未病之意也)라 하여 질병이 이루어지기 전 ‘미병(未病)’ 상태에
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의 중요성이 기록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절별로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거나, 음식을 조절하고, 기거하는 곳
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인체 내부의 장기의 상태와 신체 외적으로 발현되는 증상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
어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에 접근하며, 개인의 체질별로 질병의 예방, 생활 관리,
감정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의학적 관점이 장애인의 건강관리에서
도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장애인의 대부분이 한의학적으로 마비질환인 ‘위증’의 범주에 해당되며(한방
재활의학과학회, 2015), 식욕부진과 근육위축 등이 주증상인 ‘비위허약(脾胃虛弱)’과
하지(허리와 무릎 등)가 약하며 체력의 저하 및 어지러움, 뼈의 약화 등이 주 증상인
‘간신음허(肝腎陰虛)’의 유형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그 외에 ‘혈어(血瘀)’, ‘기체(氣
滯)’, ‘한습(寒濕)’, ‘습담(濕痰)’ 등으로 인한 증상이 병발할 수 있다. 또한, 신체계통별
로는 장애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증상인 근골격계의 통증관리, 기능성 소화불량 등
소화기계 건강관리,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관리와 일반적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학
치료로서 호흡을 통한 양생과 침 치료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1. 호흡을 통한 이완과 양생
1) 동의보감에서 “호흡을 다스릴 수 있으면 온갖 병이 생기지 않으므로 양생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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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반드시 조기법(調氣法, 기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여 호흡의 중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김호 외, 2003).
2) 서양의학에서도 호흡재활은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시키고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
며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정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호흡재교육, 운동치료, 환자 교육, 영양관리, 정신의
학적 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ies 외, 2007).
3) 동의보감에 기록된 ‘태식법’과 ‘폐장도인법’
- 태식법(胎息法)은 배꼽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숨을 참고 조금씩 가늘게 내
쉬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근 호흡재훈련 방법으로 가장 다용되는 횡격막호
흡법과 오므린 입술 호흡법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몸을 이완시키고 혈
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고 정신을 맑게 하는 등 신체·정신적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유이란 외, 2018).
- 폐장도인법(肺臟導引法)의 동작들은 뻣뻣해진 근육과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여
호흡기전을 향상시켜 주는 흉곽가동운동의 의미와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호
흡기 증상을 개선시키는 경타법(percussion,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두드리는 방
법), 양생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증상 완화 뿐 아
니라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유이란 외, 2018).
4) 장애인 건강관리에서 호흡을 통한 이완과 양생은 활동이 제한되고 정서적으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되며, 호흡보조근육의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걷기, 수중 운동, 휠체어 타
기 등)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침치료와 혈위의 자극
1) 침치료는 WHO에서 뇌졸중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권고되고 있는 치료방법
으로, 임상연구와 메타분석 결과 균형기능을 증진시키고, 경직을 감소시키고,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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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시키고, 뇌졸중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한국

며, 가장 많이 사용된 혈위는 백회(GV20), 족삼리(ST36), 곡지(LI11), 수구(GV26), 대
추(GV14), 합곡(LI4)이었다(Chavez 외, 2017).
2) 통증에 대한 침치료 효과
- 활동의 제한과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하여 장애인에게서 근골격계의 통증과 기능
부전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중 6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등통증(3순위), 무릎관절증(5순위),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연조직 장애(6순위), 기타 척추병증(14순위), 어깨병변
(16순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19순위),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20순위)의 순으로 나타났다(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2018).
- 침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문헌에 대한 체계적 문
헌 고찰을 수행한 결과 두통, 편두통, 등통증, 경부통, 관절염에 대한 침치료 효과
근거가 지지되었으며(Munoz-Ortego 외, 2016), 또 다른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의
결과 침치료가 골관절염의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으며, 골관절염에
사용된 혈자리는 양구(ST34), 족삼리(ST36), 슬안(Xiyan), 양릉천(GB34), 음릉천
(SP9)으로 분석되었다(Chen 외, 2017).
3) 기능성 소화불량의 침치료 효과
- 장애인들에게서 연하작용의 문제와 더불어 위장기능의 저하, 배뇨/배변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경계와 근육계의 조절기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연하
기능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방법과 위장관계의 질환이 없는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
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침연구 117편을 체계적 문헌 고찰한 결과 기능성 소화
불량에 대한 침치료 효과 근거가 지지되었으며, 족삼리(ST36), 중완(CV12), 내관
(PC6), BL20(비수), BL21(위수) 등의 혈자리가 많이 사용되었다(김보영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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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감에 대한 침치료 효과
- 우울감은 한의학적으로 울증이라 하며, 정지불서(情志不舒)로 기운이 울체되어
야기된 질환으로서 울증의 발생은 기울, 분노, 사려, 비애, 우환에 상하여 간이 疏
泄기능을 비가 運化기능을 소실하고, 心神이 정상기능을 잃어버려 장부음양기혈
이 실조되어 발생한다(대한침구의학회, 2016).
- 우울증은 재활치료 효과를 감소시키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후 수개월
에서 수년 사이에 사망할 위험도를 증가시켜 뇌졸중 후 삶의 질에 가장 강력한 예
측 인자 중 하나이다(김현철 외, 2002).
- 뇌졸중후 우울증 침치료 임상논문 27편 분석결과 백회 16, 내관 13, 족삼리, 삼음
교, 태충 9, 인당 7, 사신총, 신정, 인중, 합곡 6, 곡지, 풍융 4, 풍지, 양릉천, 견우 3
편의 순서로 치료에 활용되었으며(최지혜 외, 2011), 뇌졸중후 불면에 대한 체계
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총 165 연구 중 13 RCTs에 대한) 결과 침치료는 약물치
료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분석되었다(Lee 외, 2016).

마치며
한의사에 의한 건강상담은 대상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
명을 하고, 좋지 않은 생활습관에 대하여 한의학적 양생법에 기초한 조언과 격려로
교정을 유도함으로써 건강인식의 변화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은영 외, 2017). 장애인의 건강관
리에 있어서도, 침치료, 한약물치료 등의 치료적 개입 외에도 체질과 장애인의 변증
유형에 기초한 식생활 관리, 정서적 안정과 신체활동량 증진을 위한 호흡과 운동 등
을 비롯한 생활관리 등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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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호주Ⅰ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호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 본 호주의
장애인 건강관리
이소영 (호주 시드니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호주리서치센터 연구원)

들어가며
호주에서 사회복지를 학문으로 공부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생활한 지 어느덧 14년
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글을 쓰면서 돌이켜보니, 지난 5년 동안 의사를 만나 내 몸을 점
검하고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던 기억이 없다. 호주에서는 약국보다 의사가 상
주한 병원이나 의원을 더 찾기 쉽지만,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는 내가 아주 건강관리를 잘하고 강건한 체질이어서도 아니고, 호주의 무
료 의료보호체계에 대한 애정의 표현도 아니다. 호주에서 처음 생활했던 처음 9년여
동안 종합병원에서의 2번의 수술과 2번의 출산, 임신성 당뇨와 출산 후 내당능장애를
진단받고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병원을 방문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처방받으며 병
원 서비스를 자주 이용해야 했었다.
최근 들어 병원과 거리를 멀게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 우
선 의사들이 요구하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매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낯선 환
경에서 낯선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외로움이 호주의 무상 의료와 건강서비스, 전인
적 접근을 하는 호주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더 컸다. 더 중요한 이유는
병원에 가봐야 특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상 바이러스성의 병이나 통
증으로 일반의(호주에서는 GP(General Practioner)라 하여 의과대학교를 졸업한 일반
의를 통상 GP라고 한다)를 방문하면 약이나 주사 처방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의료진단서(medical certificate)에는 휴식을 처방해 주고, 병가(sick leave)를 인정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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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감기는 약 먹으면 7일, 약 안 먹으면 일주일이면 낫는다.’는
경험진리를 의료실천에 반영하고 있기에, 병원에 방문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한국의 78배가 넘는 땅에서 한국의 절반이 안 되는 인구(2018년 기준 2천5백만 명)
가 살고 있는 어쩌면 많은 것들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비만인 사람들을 비만이 아닌
사람들보다 보기 쉬운 나라가 호주다. 하지만 확실히 사람으로 태어나 삶의 질을 보
장받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원칙이 개인에서부터
국가 차원까지 면면히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 호주의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을 어린 연령대부터 함께 한다
호주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만인구에게 발병되는 심장병, 고혈압, 제2형 당뇨, 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호주보건
성의 통계에 따르면, 호주 성인의 67%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는 현재 당분
함유 음료에 대한 세금부과, 식품에 대한 건강등급제(Health Star Ratings)를 도입하고
청소년 밀집 지역에 정크푸드(junk food) 광고 제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중 교육부와 연계하여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야외신체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가령, 호주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13년간의 학업기간 동안 학생들은 하루 두, 세 번의 간식과 식사시간
을 갖는다. 급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호주에서는 간식과 도시락을 부모가 준비해
줘야 하는데, 적어도 한 번의 과일과 채소를 먹도록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그 예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교실에서 수업 시간 혹은 약간의 휴식 시간에 선생님의 참관
하에 과일과 채소를 먹게 되어 있으며, 부모님에게 매끼 어떤 과일과 채소를 어느 정
도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Cancer Council Western Australia,
2019).
또한 호주 의무교육 기간인 유치원생부터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
년까지는 매일 30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각 주의 교육청에서
취합하여 성취 수준에 따라 상과 메달을 수여하여 어린 연령대부터 신체활동이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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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도록 교육하고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실제로 시드니 지역이 속해있는 뉴사우스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호주

웨일즈(NSW) 주에서는 2018년에 1,500여 개의 학교에서 41만 명의 학생과 8천여 명
의 교직원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신체활동이 증가했다고 보고되었
다(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19a).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데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호주의 전반적인 사회적 통념처럼 프로그램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도 예외는 아니며, 별도로 일 년에 한 번씩 장애를 가진 학생들만의 스포츠
경연이 펼쳐지기도 한다(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19b).

[그림 1] NSW 장애아동 신체활동 교육프로그램 예시
자료: 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19a,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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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소아비만으로 진단된 어린이(7세부터 13세)를 대상으로 호주 주 교육청
에서는 매년 무료로 10주간의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부
모님도 함께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하여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식이요법과 장 보기에 대한 교육 및 신체활동, 건강한 도
시락 만들기,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시간 규제에 대한 정보와 자존감 높이고 올바
른 자아상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수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 NSW
주에서는 2011년 도입 이래 현재 11,000가구 이상이 참여하였다고 한다(NSW Office of
Preventive Health, 2019). 이렇듯 호주 정부는 아동기부터 교육을 통해 비만 관리와 적
절한 영양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지원
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호주의 성인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실제적 접근
호주 보건성의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72%가 충분한 신체활동을 경험
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장애인의 52%가 충분한 신체활동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것에 비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2세 이상의 장애인 중 72%가 적정
체중 이상 혹은 비만에 처해있다고 보고되었다(비장애인은 55%). 실제로 2세 이상의
장애인 중 12%의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당분이 함유된 음료수를 섭취한다고 보고되
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으로 지난 2010년 호주 영양사협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지
원과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 및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성인에 대한 접
근을 위한 수칙을 정리하였다. 그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경우 호주 정부의 무료
의료서비스 체계 하에서 일반의사(주치의, GP)의 소견서를 가진 만성질환자 및 장애
인의 경우 1년에 5번 공인된 영양사를 만나 식단을 분석하고 올바른 식단에 대한 지
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Dietitians Association of Australia, 2010).
이는 운동 처방의 경우에서도 같이 적용된다. 즉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의 경우, 혹
은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일반의사의 상담
을 통해 1년에 5번 운동처방사를 만나 각 상황에 따른 운동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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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양사를 만나 식단을 처방받는 것, 물리치료사나 운동요법사를 만나 신체활
일상 속 장애인 건강 지킴이-호주

동을 익히는 것 외에도 무료로 전화 서비스를 진행하는 ‘Get Healthy’ 프로그램을 호
주의 여러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식단과 영양처방, 운동처방, 체중관
리, 음주관리, 임산부 체중관리 등 관련 전문가들이 6개월 동안 심층 전화 상담을 통
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최대 13번의 전화상담)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NSW Health, 2019).
<표 1> Get Healthy 프로그램 구성
구분

구성

영양
잡힌
식습관

12주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화상담으로 장애인과 직접 또는 보호자를 통해 60분간 상담을 실시하고,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영양분석이 주된 주제가 되었음. 준비물로 체중계, 키를 재는 도구, 사진
기, 자료집을 보관할 폴더, 24시간 동안 섭취하는 음식을 적는 양식, 3일간 먹은 음식
을 다 기록하여 사진으로 남긴 기록, 12주간 도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지적장애인을
위한 호주인의 영양 가이드, 식이요법의 목표치와 장애물, 몸무게와 BMI 지수, 섭취할
음식과 과일 및 야채에 대한 정보, 육류 및 탄수화물에 대한 정보, 건강한 간식에 대한
정보, 외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12주간 건강한 식습관을 마친 뒤
받게 될 수료증이 필요함.

신체
활동

12주 프로그램으로 구성
일주일에 2번씩 60분간 면대면 프로그램을 받음. 매 세션은 6분간의 교육, 24분간의
에어로빅 활동, 18분간의 스트레칭에 기반한 활동, 12분은 몸의 균형을 잡는 활동을
실시함.
준비물로 스톱워치, 요가매트, 혈압계, 심장박동 측정기, 실내용 자전거, 의료용 공,
평형대, 계단, 복싱용 도구, 덤벨,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규정하는 칸만이, 목표치를
설정하여 적는 자료집, 걸음수를 재는 용지 등이 필요함

자료: Salomon et al., 2018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호주
보건성의 통계자료 또한 비장애인의 65%와 확연하게 대비되어 오직 24%의 장애인들
만이 건강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의 경
우, 전화상담 시 의사소통의 한계가 많고, 생활과 관련된 질병의 문제는 매우 현저하
게 신체활동 및 영양개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고무적인 시범 사례연구를 통해 위에서 살펴본 ‘Get Healthy’ 프로그램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사의 도움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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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신체활동에 대한 개입은 대면 서비스로 실시될 예정
이다. 이 시범사례 연구는 40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에게 12주의 신체활동과 건강한 식
습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 중기, 마지막 종료하면서 실제로 섭취하고 있는 영양에 대한
분석, 체중,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 심박동, 신체활동에 대한 빈도와 강도, 기상
후 보여 지는 신체활동(잠에서 깨었을 때 제대로 앉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활
동), 혈압, 몸의 근력,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 전반적인 삶의 질 등을 살펴
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입증되면 향후 보다 젊은 연령의 성인층(18세 이
상부터 서비스 도입을 논의하고 있음)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시사점을 갖게 해준다
(Salomon et al., 2018).

마치며
호주 생활 초기에는, 가는 곳마다 볼 수 있는 횔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지적
장애인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지역 곳곳의 작
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횔체어를 탄 젊은이나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동네마다 있는 아이들 놀이터에서도 휠체어를 탄 채로 탈 수 있는 놀이기구
가 있어 신기해서 타봤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장면들이 호주라
는 사회가 갖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가치가 만들어낸 크고 작
은 결과물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는다. 장애는 그 원인이든 결과든 건강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양성을 추구하여 그 흔한 교과서 하나 없이도 초등학교 과
정 이수가 가능한 호주가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이 영양 관리와 신체활동에 대한 초
기 개입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NSW주에서도 70세까지의 삶을 거치는 동안 10명 중
4명은 어떠한 형태로든 장애를 경험한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영
양 관리와 신체활동에 대한 접근 및 비장애인을 위한 이해와 교육 증진에 힘쓰고 있
다(NSW Health, 2016).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23년 후의 나를 보여 준다’라고 설명한
조엘 펄먼(Joel Fuhrman)이라는 의사의 말(아이를 변화시키는 두뇌 음식의 저자)처럼
좋은 식습관과 신체활동은 질병 예방이 될 뿐 아니라 치유도 가능하다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몸소 보여주는 것이 호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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