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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비만 지적장애여성의 요가활동 연구를 위하여 A복지관 내에 있는 B보호작업장
시설에서 작업 중인 비만 지적장애여성 4인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 사진,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일지 등을 분석을 하였다. 촬영한 영상이 없는 회기의 분석은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의 일지를 활용하였다. 정보 제공자인 기관장 1인, 담당 사회복지사 1인, 어머니 2인의 공식
적･비공식적인 면대면 또는 전화 면담 등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받
고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지적장애여성의 요가활동 프로그램(안)으로 실
시한 20회기의 요가활동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가활동 프로그램(안)과 요가활동 프로그램의 큰 차이점으로는 특정 아사나가 제외된 점
과 변형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주제어 : 요가활동 프로그램, 비만 지적장애여성, 참여관찰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적장애인의 운동 능력은 신체적･인지적 능력으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김동
만, 2014) 발달측면에 비하여 상당히 뒤쳐지고 단기 기억의 결함, 일반화의 어려
움(Michael S. Rosenberg, David L. Westling, James McLeskey 저, 박현옥, 이정
은, 노진아 역, 2010), 규칙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동 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보인다(한국운동재활학회, 2013). 게다가 신체활동 및 사회활동 부족으로 체중
증가, 몸의 둔감화 과정을 거쳐 활동량이 더욱 감소되는 악순환으로 비만율이
높아진다(김성은, 2002).
요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비만은 자세 불균형 및 결함, 즉 자세의 쏠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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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것으로(김광백, 김한; 2005) 요가의 기본 아사나(Asana), 호흡(Pranayama),
명상(Dhyana) 등을 통하여 마음작용을 없애는 것으로 균형･회복･변화 단계를 통
한 알아차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곽은구, 2012). 원정혜(1996)은 지적장애인의 경
우 70% 이상이 근골격계의 이상 발달로 신체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개선을 위
한 운동이 필요하였으며 아사나와 호흡법을 함께 실시하면서 정지자세를 유지
및 실시하는 것으로 약 57종의 아사나, 10종 이상의 호흡법(김광백, 2005)으로
신체적 수련을 통하여 정신과 결합하여 심신의 안정, 균형을 열게 되는 방법이
다(김병채, 1993; 박정희, 2007).
이태영(2003)은 주의사항으로 근육 및 관절 등을 무리하게 늘리지 말 것, 인간
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완 및 수축할 것, 특히 자신의 체질과 질병 및 나
이, 습관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춤 요가를 실시할 것, 전굴과 후굴 등의 균
형 잡힌 아사나의 병행을 통하여 실시할 것 등을 들었다.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사나로는 앞으로 숙이기 자세, 고양이 자세, 쟁기 자세, 비틀기 자세, 누
운 아기 자세, 몸을 수축하는 자세, 복식 호흡 등등이 있다(Bel Gibbs 저, 최아룡
역, 2007).
요가는 무산소 운동에 비하여 비만인의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
의 요가활동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 신체, 호흡,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내었다(김혜진, 2006, p. 4, 재인용). 또한 신체를 이완하고 수축하는 작용을 하
여 내부 장기, 골격의 균형을 통하여 피로회복을 도와주며 12주간의 요가 트레
이닝이 중년 여성들의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WHR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체중 자체에는 유의한 감소가 없었고 유연성, 평형성, 심폐지구력의 유의한 증
가를 나타냈다고 한다(정선영, 2009). 이는 10개월간의 요가 실시 후 어깨와 목,
전신의 유연성 증가, 초등학생의 9주간의 요가활동에서의 유연성과 균형감각 증
가, 요가 트레이닝의 정지자세를 통한 근력 증강으로 등척성 수축운동 등의 효
과, 하지 근력에서의 유의한 효과, 인도 군인의 6개월간 요가 트레이닝과 20대
여성 등의 요가 트레이닝을 통한 최대 산소섭취량이 증가, 심폐지구력의 유의한
증가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정선영, 2009, pp. 34-37, 재인
용). 여성들에게 있어서 규칙적인 요가활동은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및 하지
정맥류,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고 미혼여성의 경우 유연성과 평형성, 근지구
력의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하였다(백지영, 2006, p. 7, 재인용). 지적장애인의 20
주간의 요가 수련으로 식욕 억제 기능을 갖는 세로토닌의 49%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김혜진, 2006, p. 55), 요가활동을 통한 세로토닌의 증가로 체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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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내분비계 활성화, 식욕, 성행동, 공격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억 및 인지,
뇌 발달 및 성숙도, 신체적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화 및 정서 및 심리적 안정,
스트레스와 불안 및 우울 완화, 집중력 향상 등이 있으며 체중조절에 어려움을
갖는 지적장애인에게 세로토닌의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으로써
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김혜진, 2006, pp. 54-56, 재인용).
ARCH 요가는 최아룡(2013)이 요가와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문화 연구를 융합
한 것으로(메디컬리뷰, 2014. 8월호) 내면의 마음 작용을 알아차림에서부터 관계
를 바탕으로 한 소통적, 심리학적인 측면과 요가 이론들을 접목하였다.
ARCH 요가의 주요 특징은 호흡 및 아사나에서 관절 마디마디의 흐름을 부드
러운 아치 형태의 자세로 취한다는 점이다. 시작 아사나의 서기 아사나 시에는
두 발을 평행하게 놓지 않고 개인의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여 골반과 고관절
의 자세 교정을 통한 균형･회복･변화의 과정을 지켜본다.
ARCH 요가의 아사나는 하타 요가 아사나의 변형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촛불 자세, 파시모타나 변형 자세, 고양이 자세 및 고양이 시리즈 자세, 아
기 자세, 누운 아기 자세, 누운 아기자세에서 좌우로 흔들기 또는 앞과 뒤로 흔
들기, 토끼 자세, 사지 자세, 코브라 자세, 소머리 자세 등을 한다고 하면 요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호흡 및 아사나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어지는 자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주도록 한다. 신체의 움직임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된
경우에서는 신체적 보조는 하지만 대상의 손 위에 가볍게 손을 얹고 부드럽게
문지르기, 쓸어내리기,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씩 올려주고 내려주기 등으로
신체적 보조를 한다. 다리를 올려주고 내려주기의 신체적 보조는 요가를 보조하
는 사람의 손으로 대상의 발목을 받쳐 이완을 유도하고 유지하게 한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자세 변경이 원활한 경우에는 아사나의 제한이 최소화되
지만 일반적인 요가에서와 같은 완성된 동작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주의할 사항으로 급격한 식욕 증가나 비만한 대상의 경우 복부를 앞으로 내
밀어 확장할 때 소화를 촉진시키고 식사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활 자
세와 낙타 자세 등을 가능한 금하며, 다리 자세를 할 때에도 배를 기본 이상으
로 내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운동재활학회(2013)는 지적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경도 지적장애인의 특성으로 전체 지적장애인들의 약 85% 정도가
남성이며 잦은 실패 경험으로 인한 낮은 자아 존중감과 그에 따른 동기유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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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사회성과 행동문제, 인지발달 문제, 주의 집중력, 단기 기억 능력, 언어
발달, 운동기능 등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저조한 편이다. 중등도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은 전체 지적장애인 중에서 약 10%정도로 중복 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적
응행동 발달 및 문제행동은 훈련과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화와 환
경의 재구성 등으로 문제행동 빈도를 낮출 수 있다. 대부분 언어의 장애를 지니
고 있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운동발달도 지체되어 있다.
중도 및 최중도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으로는 전체 지적장애인 중에서 약 5%정도
를 차지하며 종종 중복장애를 지니고 있다. 기본 적응행동, 문제행동 수정에 어
려움을 보이며 대부분 본인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운
동발달도 지체되어 있으며 중복적인 장애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운동발달 속도의 지체로 감각 통합, 체력
적인 측면에서도 비장애 또래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김성은(2002)과
장혜경(2000)은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발달 면에 비하여 기능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자세 불균형이나 결함, 손발의 기형, 뇌성마비나 근 위축
등 운동 기능 장애, 신체 각 부위의 발달부진, 정지자세 지속과 전후와 좌우의
움직임 및 뛰기, 위치 및 방향감각, 유연성과 관절기능, 근육기능이 원활하지 못
한 점 등 운동능력의 저하를 보인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비만율에 관하여 오무경(2011)은 같은 장애유형 내에서도 장애등급
에 따라 신체활동 및 식이활동의 제한, 에너지의 제한 및 대사 변화에서 보이는
차이로 인하여 상이하다고 한다. 이는 중증 장애인은 신체활동 제한으로 인한
열량 섭취 감소와 낮은 에너지 소모와 관계가 있고 경증 장애인은 다소 자유롭
고 덜 제한된 식이활동과 적응된 장애의 신체 대사로 인하여 에너지 소모가 적
게 되어 높은 비만율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김성은(2002), 라경환(2003), 진행미(2004), 구효정(2008)의 연구 등에서 여성의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김성은(2002)은 지적장애 학생들의 비만실
태는 30.3%로 일반학생들에 비해 심각하고 성별에 있어 여성의 과식률이 높았
으며 낮은 정신연령과 자기조절 능력의 부족으로 강한 음식 섭취 욕망 제어에
어려움으로 비만이 초래되었다고 하였다. 라경환(2003)은 체지방률 기준 비만율
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비만한 여성은 체내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인하여 불
규칙･과다한 생리, 자궁암, 유방암, 임신중독증 등의 원인 제공은 물론 과다한
피하지방으로 인하여 피부염을 일으키는 발생의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과 더 나
아가 정신적인 문제 발생으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한다. 진행미(2004)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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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장애유형별 비만 위험도를 보고하였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농･맹 학생
보다는 지적장애학생에 높은 유병율을 보인다고 하였고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선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생리적이며 더 나아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효정(2008)의 직업재활시설 근무 지적
장애인의 비만에 관한 연구결과 중 성별과 연령, 장애등급에 관한 결과는 성별
에 있어 여성이 높았고 연령에 있어 체지방률과 체질량지수 기준 20대보다 30
대 이상의 비만자가 많으며 체지방률과 체질량지수 모두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만도의 증가는 연령과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체력 및 신체적 발달,
인지능력, 운동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과 학령기 전후로 집중적인 비만 관리
와 건강한 체력과 원활한 신체적 발달 및 기능으로 직업･사회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김동만, 2014, p. 16 재인용). 이영호 외
(2002) 비만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요인과 생활의 변화를 통하여 평생 적절한
체중 유지 방법 및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두영(2013)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대분류-중분류-소분류하여 영역별로 범주화시킨 ʻ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체계표ʼ를 제시하였다. 그 중 요가활동은 여가 스포츠로
분류하였는데 김동만(2014)은 장애인의 운동 활동은 일상에서의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효율적이라고(김동만, 2014) 한다. なるせこさく 저, 곽
승철, 기혜영, 백운학 역(2001)은 재활을 위한 동작법으로써 ʻ받는 체험ʼ으로부터
ʻ스스로 하는 체험ʼ을 끌어주는 심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뇌성마
비 등의 지체부자유나 자폐, 과잉행동, 분열증, 기타 운동장애를 보이는 여러 행
동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뇌성마비와 지적장애에 대한 동작법의 적용에
대하여 특히 뇌성마비의 경우 뇌졸중 후유자의 앉기 자세에서의 허리 주변 이
완은 책상다리 앉기 자세로 앉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ʻ신체 움직임의 부
자유함ʼ을 근육･골격 및 신경계 등의 생리적 결함으로 보지 않고 적절한 노력
방법의 학습을 의미, 장애인 스스로 목표 동작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전
제로 한다.
이러한 요가활동은 박원희(2002)가 장애인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이유로 평생학습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교육의
경우 정연수(2012)가 구체물을 이용한 몬테소리 교육내용으로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둔 개별화 직업교육을 하였는데 장애인의 장애영역별 운동 종목과 운동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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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도 제한성을(김지은, 2008) 두지 않고 장애인과의 소통(최아룡, 2014), ʻ삶
의 질ʼ 향상(정인숙, 2005) 즉, ʻ자유함ʼ을 지향하는 삶(김송석, 2004)을 위하여 장
애인 요가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목적에 따라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
여자는 비만 지적장애여성으로 한정하였으며 보호작업장에서 근로 중에 있으며
심리적으로 비만이라고 느끼는 과체중이거나 BMI 수치 상 비만인 자, 지적장애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간단한 구어와 글쓰기로 표현
가능한 자로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자,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자 4인으로 선
정하였다. 사전 측정 시 연구 참여자의 신체 특성과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아래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사전 측정 시 연구 참여자의 신체 특성
연구 참여자

신체 특성

가공주

지적장애이자 뇌성마비로 스스로 발끝이 八자 형태로 벌려져 있다. 고관절을
굽혀 가슴과 등, 허리를 구부리는 경향이 있으며 무릎서기를 할 때 상체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고 전반적으로 신체에 힘이 들어가 있으며 자세가
불안정하다.
☞ 특히 하체 힘과 신체 균형을 증진시키는 아사나 필요

나리더

복부 비만이 심하고 뚜렛 증세가 있다. 비만 개선에 좋은 앞으로 숙이기 자
세, 서서 상체 숙이기 자세 등에서 유연성을 보인다.
☞ 특히 긴장 이완, 복부 비만개선 아사나 필요

다착실

무의식적으로 양측 어깨를 들고 있고 위등세모근(Upper trapezius)이 긴장, 경
직되어 있다.
☞ 특히 긴장 이완 아사나 필요

라애교

서있는 자세 및 걷기 자세에서 발바닥 앞부분으로 딛는다. 일상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뒤로 젖히며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하는 편이다.
☞ 특히 하체 힘과 신체 균형을 증진시키는 아사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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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X-SCAN II 사전･사후 결과
이름

나이 성별

가공주 29세

여

나리더 30세

여

다착실 33세

여

라애교 27세

여

장애
유형･등급

가족
사항

지적장애

부, 모,

3급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지적장애
2급

복부 요가
비만 경험
(WHR)

신장
(cm)

체중
(kg)

체질량
지수
2
(kg/m )

체지
방률
(%)

근육량
(kg)

155.4

58.8

24.1

34.1

35.1

.82

간접

1녀 1남 154.7

58.2

24.3

34.5

34.5

.81

경험

부, 모,

155.5

69.6

28.8

34.6

41.6

.82

간접

7녀 5째 154.6

71.8

30

36.1

41.8

.84

경험

부, 모,

171.7

99.4

33.7

40.4

53.6

.9

간접

1녀 1남 171.0

95.1

32.5

39.7

52.0

.89

경험

부, 모,

171.6

83.7

28.4

35.1

49.6

.82

간접

1녀 1남 172.2

86.4

29.1

36.0

50.4

.83

경험

<표 3> 요가활동 프로그램(안)
회기

단계

1

사전평가

내용
사전평가 및 라포 형성

1

60분

전문가 1인

② (옴)만트라/
복식(자유)･ARCH 호흡

1회 단체진행,
1회 개별체크

10분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회 15초 이상
각 1회씩

15분

앞으로 숙이기 자세
고양이 자세
아기 자세
토끼 자세
나무 자세
누워서 하는 등 운동
명상

10분
1회 10초
각 1회씩

10분

② (옴)만트라
복식(자유)･ARCH 호흡

1회 단체진행,
1회 개별체크

10분

③
④
⑤
⑥

1회 15초 이상
각 1~2회씩

20분

① 인사 및 준비운동

2

기타

10분

⑩ 정리

11
~19

시간

1회 5초
각 1회씩

① 인사 및 준비운동

2~10

반복 횟수

앞으로 숙이기 자세
고양이 자세
아기 자세
토끼 자세

반장
보조
진행
･
걷기
명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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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단계

내용

반복 횟수

시간

기타

⑦ 나무 자세
⑧ 누워서 하는 등 운동
⑨ 명상
⑩ 정리
20

사후
평가

10분
사전평가와 동일

60분

3. 연구절차
1) 자료수집
1차 자료 수집은 2014년 8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5일까지 총 3개월간 20회
기로 이루어졌다. 담당 사회복지사와 수시로 SNS, 전화 등을 통하여 연구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은 2014년 12월 8일~2015년 1월 5일까지
10회기 자원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는 참고만 하였다. 3차 자료
수집은 2015년 4월 논문 중간심사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와 정보 제
공자 면담을 실시 mp3로 녹음 한 후 전사,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한 연구자 1
인의 참여관찰을 하였다. 학부모 2인은 시간 여건상 전화 면담을 선호하였고 속
기와 녹음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학부모 1인은 녹음 동의는 얻었으나 통화를 종
료한 이후 부득이하게 녹음이 되지 않았고 전화 면담 내용을 제외한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한 후 전사하였으며 확인하였다. 연구기간 및 내용은 아래 전체적인
자료 정리 및 분석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이루어졌고 최종 연구결과는
2015년 6월에 기술 및 작성하였다.
(1) 참여관찰
연구자는 완전한 참여자로서 요가 강사를 하였고 2회기의 요가 전문가를 통
한 보조 참여관찰 진행 외에는 보조 참여관찰자 없이 영상 및 사진 촬영으로
진행하였다. 2회기는 연구 참여자의 기기 준비 미흡, 2회기는 담당 사회복지사
로부터 재동의를 얻지 못하여 영상을 통한 참여관찰은 총 16회기로 하게 되었
다. 연구 참여자들과 매 회기 자연스러운 이야기 형식으로 비공식적인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요가활동 진행 상 연구 참여자 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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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태를 체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몸을 알아차림, 그 과정에 따른 느낌 전달
등 소통 과정에서 요가활동과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 이루어졌다. 요가활동 프로
그램(안)의 기본 활동들을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2) 현장일지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자 1인이 영상 및 사진 촬영 등을 하며 직접 요가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요가수업 후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수업내용을 상기
하면서 활동 일지를 기록하였다. 연구자의 일지 작성은 매 회기 특이사항만 기
록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활동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일지 작성 시 표기한 한글
그대로 옮겨 컴퓨터 문서로 저장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일지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있다.
(3) 심층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용, 기관장1인, 담당 사회복지사
1인에게는 정보 제공자용으로 질문을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자연스러운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정보 제공자인 어머니 2인에게는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
한 양육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어머니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 진행하면
서 속기하였다. 이후 확인 전화를 하였다. 전화 면담 시 어머니 2인 중 1인은
녹음이 되지 않았다.

4. 자료 분석
영상 자료를 수차례 돌려 보고, 참여관찰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활동일지,
심층면담지를 반복해서 읽고 반복되는 내용, 의미 등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분류
하였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재동의를 구하지 못한 몇 회기의 영상 촬영은 연구
자 참여관찰지 및 연구 참여자 일지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일지는 매 회기 기록하였다. 매 회기 요가활동 진행은 도입, 전개,
정리의 단계를 기본으로 하였고 회기별 특정 아사나의 생략, 추가, 연속동작 등
을 제외한 활동은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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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접근하였던 방법 중 동물 흉내내기를 좋아하였다. 준비 운
동 시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린 후 천천히 몸통 옆으로 내려주기 지시를 하였을
때 구령으로 ʻ펭귄ʼ이라고 요가활동 프로그램(안)은 20회기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① 인사 및 준비운동, ② (옴)만트라/복식(자유)･ARCH 호흡, ③ 앞으로
숙이기 자세, ④ 고양이 자세, ⑤ 아기 자세, ⑥ 토끼 자세, ⑦ 나무 자세, ⑧ 누
워서 하는 등 운동, ⑨ 명상, ⑩ 정리 순으로 반복 횟수의 점진적 실시로 진행
하고자 하였다. 실시 과정에서

⑥ 토끼 자세, ⑦ 나무 자세는 제외되었고 소머

리 자세, 사지 자세, 사지 자세 변형 등을 추가하였다. 회기별 요가활동 내용은
<표 4>, <표 5>와 같다.
<표 4> 회기별 요가활동 내용
1단계

②

③

④

⑤

⑥

1회기

⑦

⑧

⑨

사지(변형)자세

사전 측정 및 평가

2회기

○

○

○

○

○

○

3회기

○

○

○

○

○

○

4회기

○

○

○

○

5회기

○

○

○

○

6회기

○

○

○

○

7회기

○

○

○

○

8회기

○

○

○

○

○
○(생리통)
○

○ 사지 자세

○

○ 사지 자세

9회기

걷기 명상

10회기

중간 측정 및 평가(참고)

2단계

②

③

④

⑤

11회기

○

○

○

○

12회기

○

○

○

○

13회기

○

○

○

○

○

14회기

○

○

○

○

○

○ 변형 자세

15회기

○

○

○

○

○

○ 변형 자세

16회기

○

○

○

○

17회기

○

○

○

○

○

○

18회기

○

○

○

○

○

○

19회기

○

○

○

○

○

○

20회기

소머리자세

⑥

⑦

⑧

⑨
○

○ 사지 자세

○

○ 사지 자세

○

○ 변형 자세

사후 측정 및 평가

○(생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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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요가활동 프로그램 구성
단계

활동 내용

사전평가

반복 횟수

사전 평가 및 라포 형성
* 시범, 모방, 신체적･언어적 개별 보조
* 연구 참여자의 관찰 및 적응기 고려
* 개별 보조 시 상･중･하 수준별, 회기별 개인의 건강상태, 심리적
변화 등 고려
① 연구자 시범 1~2회
② 반장 신체적･언어적 보조 1회
③ 단체 모방 2회
④ 1:1 개별 신체적 보조 1회

시간
60분

15분

① 인사 및 준비운동

1
~
2

② (옴)만트라/복식(자유)･ARCH 호흡
- 옴 소리내며 입술, 목 등의 떨림 느
껴보기
- 가슴, 배의 움직임 느껴보기
- 날숨 시 ʻ후~ʼ 소리내기

상 : 1회 180초 이상
하 : 1회 180초 이상

③ 앞으로 숙이기 자세
- 무릎을 편하게 벌리거나 앞으로 쭉
펴준 채로 발끝을 당겨 손톱으로 쓸
어내리기

상 : 1회 180초 이상 2회
하 : 1회 180초 이상 1회

④ 고양이 자세
- 등･허리 내려주기
- 등･허리 올려주기
(- 등･허리 내리고 올려주기)

상 : 1회 120초 이상 각 2회
하 : 1회 120초 이상 각 1회
25분

⑤ 아기 자세
- 이마에 주먹 받치고 엉덩이를 발꿈치
상 : 1회 300초 이상 각 1회
에서 떨어뜨리기
하 : 1회 180초 이상 각 1회
(- 이마 바닥, 엉덩이 발뒤꿈치에 붙여
주기)
⑥ 나무 자세
상: 1회 60초 이상 각 1~2회
- 양팔을 합장하여 머리 위로 올려준
하 : 1회 5초 이내 각 1~2회
뒤 나무 자세 유지하기
⑦ 누워서 하는 등 운동
- 무릎에 손 얹고 가슴쪽으로 당겨주기
- 좌우로 움직여주기

1회 300초 이상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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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내용

반복 횟수

⑧ 사지 자세
- 팔 : 편안하게 만세하여 손등이 바닥
에 닿을 만큼 하기
- 다리 : 무릎 세워 무릎 펴주며 올려
주고 무릎 접어 내려주기

1회 300초 이상
사지 자세 각 1회

⑨ 명상 및 정리
사후평가

1회 300초 이상 1회
사전평가와 동일

시간

10분
60분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소개, 라포 형성, 사전 측정을 위하여 기본
아사나를 실시한다. 고양이 자세 시 가공주의 八자형으로 벌려진 발에 주의를
하여 불편한 점을 묻자 ʻ아니요, 괜찮아요ʼ라고 한다. 연구자가 단체 활동 후 자
세를 유지한 상태로 개별 측정을 한다. 나리더는 ʻ오리자세 같다, 엎드려 뻗쳐와
같은 벌을 서는 것 같다ʼ고 한다. 다착실은 위등세모근(Upper trapezius)의 긴장
되어 있고 ʻ시원해지는 것 같아요ʼ라고 한다. 라애교는 등･허리의 올려주기와 내
려주기가 가능하다. 나무자세 시에는 연구 참여자 모두 유지시간이 0초이다. 서
서하는 앞으로 숙이기 자세에서 나리더가 손이 발끝까지 닿는다. 옴 만트라로
하는 호흡 유지시간은 가공주가 10초이다. 날숨과 들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풍선불기를 진행한다.
2회기에는 가공주가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들 숨 시 가공주와 나리더가
ʻ흡~ʼ 소리를 크게 낸다. 아기 자세 시 나리더는 이마 바닥에 닿기로 실시하였고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엉덩이와 발뒤꿈치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한다. 토끼 자세
시 시원하다고 하며 연구자의 지시사항과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
지만 혼자 토끼자세를 한다. 나리더, 다착실, 라애교는 토끼 자세 후 어지럽다고
한다.
3회기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반장이 연구자의 보조를 해줄 것과 옴
만트라 유지시간을 기억하도록 부탁한다. 호흡은 ARCH 호흡으로 양팔을 등 뒤
로 젖히며 등･허리 등의 척추 굴신을 느껴보기와 날숨을 쉬도록 한다. 나리더는
ARCH 호흡을 관찰을 하고 관찰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옴 만트라 이전
연구자가 전차 시 수업내용에 관하여 물어보자 옴 만트라를 기억하고 ʻ옴~ 이것ʼ
이라고 한다. 옴 만트라는 반장의 지목에 따라 진행하고 나리더 5초를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10초 이상의 호흡수를 유지한다. ʻ옴 만트라ʼ 시 가공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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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을 들고 하고 라애교는 구음 시 목소리가 작다. 호흡은 ARCH 호흡을 통한 복
식(자유)호흡으로 아사나 막간에 수시로 실시한다. 앞으로 숙이기 자세는 짝 활
동으로 마주 보고 발바닥 붙이기 후 발바닥 밀어주기를 하는데 나리더의 짝인
라애교가 나리더가 발바닥을 세게 밀었다고 하며 안 하려고 한다. 고양이 자세
시에는 가공주와 라애교는 발가락을 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놓은 상태에서 실
시한다. 나리더는 고양이 자세에 관하여 ʻ고양이가 이것 같은데 기억난 것 같아ʼ,
ʻ허리가 쑥 들어가ʼ라고 하면서 관심을 보인다. 또한

아기 자세 시에도 ʻ진짜 자

세 좋다, 돼지 코 같아,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해요?ʼ라고 한다. 고양의 자세의 연
결 동작으로 아기 자세 시 나리더를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은 엉덩이와 발뒤꿈
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 자세에 맞추어 자
연스럽게 진행한다. 나리더와 다착실은 아기 자세 후 편하다고 한다. 아기자세
에서 토끼 자세로 넘어오면서 시범을 보이자 나리더, 다착실, 라애교는 ʻ어지러
워요ʼ, ʻ여기가 어디야?ʼ라고 하고 가공주는 어깨의 좌우 비대칭의 불균형한 자세
를 유지하면서 혼자 실시한다. 나무자세로 중심잡기 시에는 가공주와 라애교는
좌우 모두 0초로 가공주는 탈춤을 추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균형잡기에 어려움
을 보인다.
4회기에는 라애교가 결석하여 연구 참여자 3명과 진행한다. 나리더는 전차 시
수업내용으로 토끼 자세를 기억하고 있고 기타 나무자세, 꼭지점 댄스 등의 전
체적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일지 기록 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에게 무슨 내용을 하였는지 묻는다. 호흡 시에는 ʻ후~ʼ하고 날숨을 길게 해주도
록 지도한다. ʻ옴 만트라ʼ로 호흡 지속시간을 체크하였는데 가공주는 구음의 떨
림이 심하다. ARCH 호흡 시 팔과 어깨관절의 가동 범위로 회내, 회의, 굴곡, 신
전 등을 살펴보았는데 가공주는 오른쪽 어깨 통증, 나리더는 어깨 당김, 다찰실
은 시원함과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서서하는 앞으로
숙이기 자세 시 ʻ달랑 달랑ʼ이라고 하면서 팔과 어깨의 긴장 이완을 유도하자 나
리더는 두리번거리며 관찰한다. 호흡은 막간을 통하여 수시로 진행하고 앞으로
숙이기 자세에서는 앉아서 등 뒤로 팔을 짚은 상태에서 기대거나 무릎 접어 다
리를 O자형으로 살짝 구부리는 등 연구 참여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한다.
연구자의 시범 및 구령에 따라 집중하며 관찰한다. 관찰을 하지만 수업 도중 요
가 수업과는 무관한 일상의 이야기로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앞으로 숙이기 자세
의 마무리 자세로 발가락, 발바닥 등의 지압을 하자 다착실과 가공주가 시원하
다고 한다. 가공주의 경우 앞으로 숙이기 자세 시 무릎 펴고 숙이기를 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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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는 무릎 접고 숙이기를 한다. 고양이 자세와 아기 자세는 연속동작으로 실
시한다. 가공주는 아기 자세 후 상반신을 일으켜 세워 올라오는 과정에서 고개
를 먼저 들고 올라온다. 나리더는 호흡을 유지하며 자세 유지 시 숨이 차다고
한다. 막간의 호흡과 앞으로 숙이기 자세의 반복으로 마무리를 한다.
5회기에는 아기 자세 시 나리더를 제외한 가공주, 다착실, 라애교는 이마 바
닥에 닿기에 어려움을 보이고 이마에 주먹 받치기로 자세 유지를 한다. 가공주
는 토끼 자세가 시원하다고 하고 나리더는 연구자에게 독수리 자세, 소머리 자
세를 물어보고 연구자가 독수리 자세를 알려주자 바닥으로 넘어지며 힘들다고
한다. 다착실은 소머리 자세와 앞으로 숙이기 자세 시 허벅지가 아프다고 한다.
6회기에는 인사 및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ARCH 호흡을 통한 복식호흡을 기본
으로 등･허리 등의 척추의 굴신을 강조한다. 준비운동으로 합장하여 두 팔 벌려
위로 올려주기와 내려주기를 한다. 호흡 지도 시 연구자가 혀를 말아 입천장에
붙여줄 것에 관하여 혀와 손가락 말기를 통한 시범과 구령을 하자 나리더가 오
른쪽 집게 손가락으로 혀를 마는 듯한 행동을 한다. 준비 운동 및 호흡 과정에
서 연구 참여자들은 하품을 한다. 앞으로 숙이기 자세에서 허벅지 위에 양손을
얹고 손가락을 쫙 펴주고 허벅지 쓸어내리기를 한다. 천천히 쓸어내리기와 박수
치기로 손바닥에 열을 내어한다. 마무리 자세로 발바닥 지압을 한다. 고양이 자
세와 아기 자세는 연속 동작으로 하고 나리더는 엉덩이와 발뒤꿈치가 닿으며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엉덩이와 발뒤꿈치를 떨구고 한다. 토끼 자세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지난 차시에 어지럽다고 하여 생략하자고 하자 나리더, 다착
실, 라애교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공주는 혼자 연습하고 있다. 앞으로 숙이기
자세 시 라애교는 발끝에 손끝이 닿는다. ARCH 호흡으로 마무리 정리를 한다.
7회기에는 가공주가 어깨, 발목, 손목 통증을 호소한다. 인사 및 ARCH 호흡을
시작으로 ʻ옴 만트라ʼ를 하려고 하자 나리더가 ʻ저 먼저 하고 싶어요ʼ라고 한다.
가공주는 구음 시 불안정하게 떨리고 다착실은 큰 소리로 해도 되냐고 하면서
큰 소리로 한다. 막간에 ARCH 호흡을 실시하고 건강체크를 한다. 건강체크 시
다착실은 팔, 라애교는 누가 때리는 것 같이 몸살이 난 것 같다, 가공주는 어깨
와 허벅지, 나리더는 생리통이 있다고 한다. 이에 연구자는 긴장 이완 후 자신
의 상태에 맞추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한다. 앞으로 숙이기 자세 시 시범
과 구령으로 가공주와 다착실, 라애교는 무릎 접어 쓸어내리기, 나리더는 무릎
펴고 쓸어내리기로 실시한다. 연구자는 막간에 ARCH 호흡을 하면서 고양이 자
세 시 가공주에게는 ARCH 호흡 유지를 권한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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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한다. 라애교는 등･허리의 굴신을 보인다. 아기 자세 후 나리더의 생리
통으로 소머리 자세를 추가로 진행한다. 가공주는 팔과 어깨의 불균형, 나리더
는 관찰 후 자세 교정을 확인받고 다착실과 라애교는 가슴과 허벅지 사이의 공
간이 벌어진 채로 등을 둥글게 구부린다. 사지 자세 시 다착실은 귀 옆으로 직
각이 되도록 팔 올려주기를 한다. 라애교는 벌을 받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
가공주는 사지 중 다리 들어주기 시 60°이상 무리하게 들어준다. 명상으로 자
신이 바라는 모습 등을 진행하고 나리더는 명상 후 ʻ신기해, 집 같아ʼ라고 한다.
인사와 ʻ사.랑.합.니.다ʼ 게임 후 마무리를 한다.
8회기에도 연구자의 반장 보조, 반장의 지목 및 시범 등에 따라 요가활동을
진행한다. 건강체크 시 가공주는 가슴과 허벅지 당김, 나리더는 생리통, 다착실
은 지난 수요일 사지자세 후 다리 통증, 라애교는 허리 통증과 몸(엄마가 요가
하면 아픈 것이라고 했다고 함)에 기운이 없으며 고양이 자세를 할 시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 연구자는 다착실에게 앞으로 숙이기 자세 시 무릎 접고 앞으
로 숙이기 자세 또는 편하게 O자형으로 다리 벌린 상태에서 무릎 쓸어내리기를
지도한다. 막간에 수시로 ARCH 호흡을 하고 있으며 고양이 자세와 아기 자세를
연속동작으로 한다. 아기 자세 시 나리더는 이마 바닥에 닿기로 하고 가공주,
다착실, 라애교는 이마에 주먹 받치기로 한다. 사지 자세 시 가공주는 턱을 들
고 한다. 사지 자세 상태에서의 명상을 통하여 가공주는 ʻ수영하는 모습을 꿈꿨
어ʼ, 다착실은 ʻ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ʼ라고 한다. 연구자는 가공주에게 요
가활동을 할 시 턱 당기기와 앞으로 숙이기 자세 시 두 다리 편안한 자세로 허
벅지 쓸어내리기, 다착실에게 사지자세로 바닥에서

다리 들어주기 시 바닥과

다리의 간격을 1cm 이하로 할 것, 라애교에게 턱 당기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할 것을 지도･전달한다.
9회기에는 관외 걷기 명상을 위하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자유롭게 공원으로
이동, 공원 도착 후 낙엽 밝으며 숨 고르기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원의 운
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운동기구를 이용한다. 다착실은 직접
깎아온 과일을 나누어준다.
10회기에는 추가로 중간측정을 한다.
11회기에는 준비운동으로 가슴 앞에 두 팔 깍지 끼고 머리 위로 기지개 펴기
를 하자 나리더가 ʻ끝내준다, 끝내줘, 으으~ 후~ʼ라고 한다. 다착실은 어깨가 긴
장되어 있다. 연구자는 머리 위로 올린 두 팔을 내려주며 펭귄 흉내를 내며 손
끝에 오는 자극 느껴보기 시범을 보인다. 라애교는 ʻ전기 올라, 아 전기 올라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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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ʻ옴 만트라ʼ 시 가공주 14초, 나리더 7초, 다착실 13초, 라애교 14초 등 나리더
의 호흡수가 전 회기보다 길다. 고양이 자세 시 나리더와 라애교는 ʻ야옹~야옹ʼ
이라고 하면서 요가활동을 하고 나리더는 연구자의 시범에 ʻ리얼하죠? 오~ʼ라고
한다. 가공주는 연구자가 라애교를 개별지도 시 혼자 연습을 하고 있고 나리더
를 개별지도 하자 뒤에서 관찰을 하며 웃는다. 아기 자세 시 어깨 긴장 이완할
것과 불편한 점을 물어보자 나리더는 ʻ잤다ʼ고 하고 라애교는 엉덩이를 발뒤꿈치
에서 떨어뜨리고 한다. 사지 자세를 시 나리더, 라애교는 ʻ잘 것 같다ʼ고 한다.
명상이 끝난 후 가공주, 나리더, 라애교는 찌릿찌릿하다고 하고 다착실은 ʻ선생
님 저요, 눈 감으면서 자기가 예쁜 모습 그려봤어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예쁜
가 했어요. 선생님처럼 예쁜 모습 제 머릿속으로 상상했다구요ʼ라고 한다. 정리
운동 시 머리 위로 올린 두 팔을 몸통 옆으로 내려주기를 하자 나리더는 ʻ펭귄~ʼ
이라고 하면서 펭귄 흉내를 낸다.
12회기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좋아하는 자세와 요가활동에 대한
기존 인식을 물어보자 가공주는 아기 자세는 불편하고 팔도 아프며 토끼 자세
는 편하다고 하며 등살도 빠졌다고 한다. 요가에 대한 인식은 운동과 다이어트
라고 한다. 나리더는 좋아하는 자세는 앞으로 숙이기 자세이고 사지자세는 편안
한데 호흡 시 억지로 입으로 내뱉어 부자연스럽고 입술이 심하게 떨린다고 한
다. 요가에 대한 인식은 운동이라고 한다. 다착실은 좋아하는 자세는 깍지 껴서
앞으로 숙이기 자세이고 사지 자세 시 턱을 당겨서 떨린다고 한다. 요가에 대한
인식은 운동이라고 한다. 라애교는 좋아하는 자세는 촛불 자세, 사지 자세이고
요가에 대한 인식은 살 빠지는 다이어트라고 한다. 준비 운동 시 나리더는 ʻ끝내
준다 끝내줘ʼ라고 하고 앞으로 숙이기 자세 시에는 연구자가 가볍게, 살살 쓸어
내릴 것을 알려주자 다착실이 ʻ아기처럼 살살ʼ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볍게 쓸어내
린다. 아기 자세 시 나리더는 이마 바닥에 닿기가 가능하고 가공주, 다착실, 라
애교는 이마 바닥에 닿기에 어려움을 보여 이마 아래 주먹 2개 받치기로 진행
한다. 이 때 가공주는 혼자 토끼 자세를 한다. 마무리는 사지 자세로 한다.
13회기에는 사지 자세를 변형하여 실시한다. 두 무릎을 접고 한쪽 다리씩 접
은 후 올려주기와 내려주기를 반복한다. 다착실이 앞으로 숙이기 자세에서 다리
가 아프다고 하여서 무릎 접고 쓸어내리기를 하자 부드럽다고 한다. 막간에 무
릎 세우고 ARCH 호흡을 한다. 고양이 자세와 아기 자세 시 나리더는 ʻ나 리얼
하게 내려가, 적응됐나 봐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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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기에 건강상태 체크 시, 라애교는 고양이 자세를 하는 과정에서 어지럽다
고 하여 연구자가 사지 자세로 누워서 호흡을 하라고 한다. 사지 자세로 누워서
호흡하던 라애교는 옴 만트라를 하겠다고 일어선다. 연구자가 사지 자세 시 연
구 참여자들을 개별적으로 두 무릎 접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접어 올려주고
펴주기, 내려주기를 보조한다.
15회기에는 앞으로 숙이기 자세에서 다리 쓸어내리기 자세 시 손톱으로 쓸어
내리기를 한다. 고양이 자세 시 나리더는 등･허리 올려주기와 내려주기 자세 시
굴신이 거의 없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팔꿈치를 구부려 팔굽혀펴기 자세로
시도한다. 고양이 자세와 이어지는 동작으로 아기 자세를 하는데 아기 자세 시
나리더는 이마 바닥에 닿기로 자세를 유지한다. 건강체크 시 라애교가 허리 통
증을 호소하여서 ARCH 호흡 시 앉아서 무릎 접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아
등･허리를 최대한 둥글게 하여 호흡하기를 한다. 사지 자세 시 다착실은 아프지
않다고 한다.
16회기에서는 ARCH 호흡 및 준비 운동 단계에서 나리더가 ʻ오늘 될지 안 될
지 모르겠어(고양이 자세)ʼ라고 하며 가슴 앞에 깍지 끼고 머리 위로 뻗어주기
시 ʻ키 커 질 것 같아, 다착실 언니 그렇지 않아?ʼ라고 한다. 다착실의 앞으로 숙
이기 자세 변형 지도 과정을 보고 ʻ언니, 부드럽지?ʼ라고 물으며 다착실이 자연
적이라고 하자 ʻ자연적이라고?ʼ하며 반문한다. 고양이 자세 시 ʻ야옹ʼ소리를 낸다.
다착실의 자세를 보며 박수를 치며 ʻ제대론데? 신기해ʼ라고 한다. 라애교가 연구
자에게 ʻ선생님, 저도 돼요?ʼ라고 묻자 ʻ리얼해ʼ라고 한다. 연구자가 다착실의 등
과 어깨가 부드러워졌다고 하자 지켜보고 있더니 ʻ부드럽다ʼ라고 한다.
앞으로 숙이기 시 가공주와 다착실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서 무릎 접고
쓸어내리기를 한다. 손톱으로 쓸어내리기, 손톱 끝으로 지압하며 자극 주기를
한다. 고양이 자세 및 아기 자세에서 가공주는 고양이 자세 시 허리를 바닥으로
내려주었지만 등을 최대한 둥글게 말아서 위로 올려주는 자세에서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나리더는 다착실의 고양이 자세를 보고 ʻ제대론데? 신기해 신기
해. 나도 연습하면 되는데ʼ라고 한다. 연구자가 라애교와 다착실의 개별지도 시
칭찬을 하자 라애교는 ʻ저는요?ʼ, 다착실은 ʻ선생님 저도 돼요?ʼ라고 재차 확인한
다. 막간을 이용하여 무릎 쓸어내리기를 하는데 다착실은 ʻ선생님, 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다리가요 여기가 막 아팠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ʼ, ʻ(다리
의 아픈 부위를 가리키며) 여기가 좀 아팠어요ʼ, ʻ수업할 때마다 막 아팠어요, 여
기랑 여기 다리가요. (사지자세를 취하면서) 이거 들 때 다리가 아팠어요ʼ, ʻ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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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버틴 거 같았어요, 힘 살짝 주려고 했는데…….ʼ라고 한다. 연구자는 이완
지도를 한다.
17회기에는 앞으로 숙이기 자세 시 짝 활동으로 등을 대고 발끝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겨주기를 한다. 다착실이 등이 따뜻해서 좋다고 한다. 고양이 자세 시
나리더, 라애교는 등･허리 올려주기와 내려주기를 보인다. 사지 자세 시 나리더
의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나리더는 시원하다고 한다. ʻ사랑합니.다.ʼ 명상 및 벌
칙으로 연구자는 엉덩이로 이름 쓰기 벌칙을 한다.
18회기에서는 준비 운동으로 두 손 합장하여 머리 위로 올려주기, 내려주기를
하는데 다착실이 날아가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고양이 자세 시 라애교는 등･허
리의 굴신을 보인다. 아기 자세 시 나리더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ʻ아 귀여워
베이비야, 우리 조카도 베이비야ʼ라고 하고 사지 자세 변형 자세 시 머리를 풀고
진행한다. 호흡 시 나리더의 날숨 소리가 크다. 가공주는 무릎 및 발바닥 펴주
기가 부자연스럽고 나리더는 연구자의 가벼운 신체적 보조만으로 가능하다. 누
운 자세에서 하는 좌, 우 등 운동 시 나리더, 다착실은 시원하다고 한다. 누운
상태에서 배꼽 위에 두 손을 얹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면서 명상을 한다. 다착
실은 ʻ꿈 꿨어요. 선생님이 상냥히 가르쳐 주는 모습이요ʼ, 나리더는 ʻ다착실 언
니 여기가 어디야?ʼ라고 한다. 정리 자세 시 ʻ옴 만트라ʼ를 하는데 가공주의 옴
만트라 구음이 안정되어 있다.
19회기에서 연구자가 손바닥 바닥을 향하게 내리기 시범 및 구령을 하자 나
리더가 ʻ펭귄~ 펭귄~ʼ이라고 한다. ʻ옴 만트라ʼ 시 라애교는 평소보다 구음의 강
도가 약하다. 막간을 이용한 ARCH 호흡은 수시로 진행한다. 앞으로 숙이기 자
세에서 무릎 펴고 쓸어내리기 시 나리더가 ʻ후~ʼ는 길게 나와,

(연구자의 발과

가공주를 쓰다듬으며) 아, 부드럽다ʼ라고 한다. 고양이 자세 시 고양이 흉내를
내고 연속 동작으로 아기 자세에서는 나리더만 이마 바닥에 닿기가 가능하다.
가공주, 다착실, 라애교는 편안한 자세 취하기로 엉덩이와 발뒤꿈치를 떨어뜨리
고 한다. 무릎 쓸어내리기를 한 후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겨준다. 발끝 당기기를
할 시 두 발을 좌, 우 반대로 움직이기 게임을 하자 다착실이 청기, 백기 게임
을 하는 것 같다고 한다. ʻ사.랑.합.니.다ʼ 명상 및 게임 후 정리한다.
20회기에는 건강체크 시 나리더가 생리통이 있다고 하고 라애교도 몸이 안
좋다고 한다. 사후 측정 및 평가로 누워서 배꼽 위에 손 얹고 호흡하기, 옴 만
트라, 앞으로 숙이기 자세, 나무 자세, 둘레 재기를 한다. 보건소로 이동하여
X-SCAN II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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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가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은 수업내용을 관찰하여 반영하였다. 우선 측정
및 평가는 하였지만 측정 및 평가와 요가활동은 측정을 위한 요가활동이 아니었
고 요가활동을 놀이로 즐기는 과정에서 균형･회복･변화의 과정을 보였다. 20회기
간 실시한 요가활동 프로그램의 수업내용과 반복 횟수는 연구 참여자의 건강 상
태 및 민감한 반응 등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고 점진적으로 진행하였다. 요가활동
프로그램 구성, 요가활동 프로그램 활동 방법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요가활동 프로그램 구성
단계

활동 내용

사전평가

반복 횟수

사전 평가 및 라포 형성
* 시범, 모방, 신체적･언어적 개별 보조
* 연구 참여자의 관찰 및 적응기 고려
* 개별 보조 시 상･중･하 수준별, 회기별 개인의 건강상태, 심리적
변화 등 고려
① 연구자 시범 1~2회
② 반장 신체적･언어적 보조 1회
③ 단체 모방 2회
④ 1:1 개별 신체적 보조 1회

시간
60분

15분

① 인사 및 준비운동

1
~
2

② (옴)만트라/복식(자유)･ARCH 호흡
- 옴 소리내며 입술, 목 등의 떨림
느껴보기
- 가슴, 배의 움직임 느껴보기
- 날숨 시 ʻ후~ʼ 소리내기

상 : 1회 180초 이상
하 : 1회 180초 이상

③ 앞으로 숙이기 자세
- 무릎을 편하게 벌리거나 앞으로
쭉 펴준 채로 발끝을 당겨 손톱
으로 쓸어내리기

상 : 1회 180초 이상 2회
하 : 1회 180초 이상 1회
25분

④ 고양이 자세
- 등･허리 내려주기
- 등･허리 올려주기
(- 등･허리 내리고 올려주기)

상 : 1회 120초 이상 각 2회
하 : 1회 120초 이상 각 1회

⑤ 아기 자세
- 이마에 주먹 받치고 엉덩이를 발
꿈치에서 떨어뜨리기
(- 이마 바닥, 엉덩이 발뒤꿈치에 붙
여주기)

상 : 1회 300초 이상 각 1회
하 : 1회 180초 이상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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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내용

반복 횟수

⑥ 나무 자세
- 양팔을 합장하여 머리 위로 올려
준 뒤 나무 자세 유지하기

상 : 1회 60초 이상 각 1~2회
하 : 1회 5초 이내 각 1~2회

⑦ 누워서 하는 등 운동
- 무릎에 손 얹고 가슴쪽으로 당겨
주기
- 좌우로 움직여주기

1회 300초 이상 각 1회

⑧ 사지 자세
- 팔 : 편안하게 만세하여 손등이 바
닥에 닿을 만큼 하기
- 다리 : 무릎 세워 무릎 펴주며 올
려주고 무릎 접어 내려주기

1회 300초 이상
사지 자세 각 1회

⑨ 명상 및 정리
사후평가

1회 300초 이상 1회
사전평가와 동일

시간

10분
60분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박원희(2002)에 의하면 장애인 평생학습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성
요소는 프로그램 참여 전 동기 유발과 능동적 선택, 프로그램 참여 시 자기주도
성, 프로그램 참여 후 쓰임새 함양 등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비만
지적장애인의 운동프로그램에 관하여 김성수 등(2002)은 지적장애인의 지체 정
도 분류에 의한 비만 정도를 확실히 할 것과 지적장애인의 체력과 운동능력 향
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폭넓은 개발, 비만 운동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적장애인의 운동프로그램에 관하여 김동만(2014)은
일상에서의 전문가가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체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
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변형된 운동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비만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하타요
가로 요가활동 프로그램(안)을 구성하여 실시한 것으로 요가활동 프로그램(안)은
지적장애인의 신체구성을 위한 X-SCAN II와 개별 체크리스트로 호흡,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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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의 균형, 지구력, 부위별 둘레를 체크하였고 기본 아사나의 식욕조절 및 비
만개선에 중점을 둔 아사나, 소통과 심리적 재활 동작법 위주의 단순한 동작들
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측정 및 평가 시 평가방법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박원
희(2002)의 연구에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기존 장애인 생활
시설의 대부분이 성취도 중심의 양적인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회기의 요가활동 프로그램(안)의 실시로 비만 지적장애인의 요가
활동의 아사나가 변형되거나 재구성되는 것을 보았다. 변형 및 재구성된 요가활
동 프로그램은 첫째, 시범, 구령, 모방, 신체적 보조보다 특정 아사나의 관찰을
통한 흥미 유발 및 동기유발이 더욱 의미 있었다. 즉, 연구자참여자들 스스로가
동물 흉내 내기 놀이를 통한 요가활동을 하였다. 둘째, 단계별 적용으로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민감한 반응으로 추가 및
제외되는 아사나가 있었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 개인의 선호･비선호 아사나를
통하여 선호･비선호하는 이유로 개인별 활동의 유지 및 반복 횟수를 조정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4인 중 다착실 1인만 체중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김지은(2008)이
비만인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운동 프로그램은 경도 및 중등도 비만인, 비만 시
기가 성인기 이후나 이전에 체중 감량의 시도가 없는 경우, 체중 감량에 대한
동기 유무, 지시 전달을 이해하고 따르기가 가능, 동반 질환 및 신체 장애가 없
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는 비만 지적장애인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하
나로 요가 아사나의 재구성과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조창빈(2015)의 장애인 평생교육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획 과정 분석 연
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프로그램 20개 모두 ｢마케팅과 홍보전략｣이라는 분석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대다수의 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문제점이자 본 연구의 미흡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 여가활
동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매뉴얼과 프로그램 개
발자의 전문적인 교육으로 장애인 요가활동 프로그램의 양성과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잠재적 장애인 참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능동적인
장애인 요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별화, 간 학문적 등으로 체계적인 마케팅과 홍보
전략이 반영된 양질의 장애인 요가활동 프로그램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은 일반인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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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학습권과 구분되는데 일반인의 평생학습권이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에게 평생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의 수단과 목표와 같은 선상
에 있다고 본 점(박원희, 2002), 김송석(2004)이 놀이가 학습본능의 하나로 장애
인도 ʻ자유함ʼ을 추구하는 개체적･자율적인 여가 문화적 존재라고 보고 놀이, 여
가, 문화, 학습을 개체적 생명력 운동을 중심으로 한 조화로운 관계이며 자유함
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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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Yoga Activity Program of Women Obesity with
Intellectual Disabilites

Park, Yeong-Sun, Park, Won-Hee

This study began its research with an argument that if a revised yoga activity program
is designed with a focus lied on physical･cognitiv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not only will the revised yoga activity program improve ʻquality of
lifeʼ of the challenged people but it will also give them chances to communicate with
others. As far as the study understood, such program will then contribute to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of the challenged people.
In order to develop its research on yoga activities of obese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study analyzed samples that had been gained from four obese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were working for B Protection Workshop Facility located in A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the samples consisted of video tapes on the four women,
the womenʼs pictures and logs that a researcher and the research participants had kept.
Regarding a study with no taped video images contained, the study used the researcherʼs
and the research participantʼ logs. In official･unofficial face-to-face or call interviews
with information providers who were a director of the center, a social welfare worker in
charge of the four women and two mothers, the study was offered basic information on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firmed the information. As for the (plan of) yoga activity
program targeting obese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study aimed to conduct
a basic yoga activity program consisting of 20 sessions.
How a particular asana is excluded and how the program is made of transformed
activities are presented as key differences between the (plan of) yoga activity program
and the yoga activity program.
Key words：yoga activity program, women obesity with intellectual disabilites,
participant observ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