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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horse riding exercise on the balance and 

Geriatric Quality of Life Scale (GQOL) of the elderly. Methods The subjects were 14 elderly males who consisted of 7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7 in the control group. The subjected performed rehabilitation horse riding exercise twice 

a week for 12 weeks. For balance measurements, left�right and anterior�posterior weight bearing, and BBS were tested 

using GymPlate. In addition, the GQOL was evaluat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alance ability and GQOL after the rehabilitation horse riding exercise 

(P<0.01),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trol group (P>0.05). Furthermore,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balance ability and GQOL (P<0.01). Conclusion Rehabilitation horse riding 

exercise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balance ability of the elderly, which also had an effect on the G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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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노인 인구는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증가하여 세계적으

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고 사회적. 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가 노인기에는 심각한 고령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예비 노인층은 

이전의 노인층과 다르게 전반적 삶의 질이 높아졌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며, 노인기의 길어진 수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 요구가 증가 하였다.
1)
 

노인의 생리학적 변화 중 골격근육량의 감소로 인한 근감

소증이 발생한다.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은 신체기능의 장애와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에 비해 

상대적 마른 체형이어서 적은 양의 근육이 소실 되어도 정상 

근육양이 역치 이하가 된다.
2)
 노인의 근력유지는 순발력과 민

첩성이 관련된 여가활동과 선 자세 유지와 보행 하는 동안 주

어진 환경에서 균형을 유지하여 독립적 일상생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근력과 균형 향상 유지 위한 지속적이고 

규칙적 운동이 중요하다.
3)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낙상 위

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운동은 매우 유용하다. 말

을 타는 동안 기계적 자극이 근골격계와 신경계 자극하여 근

활성도를 증가시키며, 특히 말의 움직임에 따른 기승자의 체

간 움직임은 전정계를 자극하여 균형 운동에 효과가 있고 말

을 조정하는 동안 상지의 움직임과 등자의 하지 움직임으로 

신체활동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특히 등자 위에서 선 자세 

유지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근육을 강화 시키고 상지의 외

전과 체간의 회전 움직임으로 체간근이 강화되어 균형이 증가

된다.
5)
 

말은 운동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1670년대 영국에서 환자

를 대상으로 장애 극복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재활승마

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삶의 질 향상 위한 목적

으로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다. 말을 매개로 치료에 적용

하므로 기승자의 자신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6)
 기승자는 말을 타는 동안 머리, 몸통, 팔, 다리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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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Experimental group(n=7) Control group(n=7) P

Gender(male/female) 7/0 7/0 1.000

Height(cm) 168.28±6.47 169.85±2.79 0.606

Weight(kg) 65.14±5.30 70.14±2.26 0.062

age(year) 70.14±3.12 70.71±2.36 0.748

Table 2. Horse riding exercises

Program Time Horse riding contents

warm-up 5minute

sitting on horse, using proper posture

take horse by the reins

standing in the stirrups

Horse riding 20minute

riding forwards

riding without stirrups

riding independently

maneuvering the horse in a fiure eight pattern on flat ground

warm-down 5minute stretching exercises

임으로 말의 속도를 조정하고 제어 하면서 신체 균형을 유지 

한다. 그리고 말과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인지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7)
 재활승마의 운동강도는 유산소 운동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염증지표를 감소시키어 운동 후 발생하는 피로

도를 적게 하여 다양한 질환의 환자에게 적용 할 수 있으며,
8)
 

척수손상,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뇌성마비, 근이영양증, 정신

지체 등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특히 노인을 위한 

재활승마 운동은 근력강화, 자세조절 향상, 다양한 감각 자극, 

관절운동 범위가 증가되며 자존감 증가, 감정조절, 삶의 만족

도 등이 증가된다.
5)
 국내에서 재활승마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성화 되었다. 승마는 신체의 근

육과 관절을 이용하는 운동으로 신체기능 향상과 사회성 발달

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6)
 실외에서 실시하는 재활승마는 뇌

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승마는 실내에서 승마기계를 이용하여 많이 실시하고 있

다.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변화는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며,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변화는 낙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낙

상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발생시키고 독립적 일상

생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

서 노인의 균형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운동은 매우 중요하

다. 말을 매개로 하는 재활승마는 균형과 삶의 질 향상에 효

과가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승마가 균형과 삶의 질척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재활승마의 임상적 근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K-승마교육센터

에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지역에서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로 하였고, 중추

신경계 질환과 정형외과적 질환이 있는 자는 제외 시켰다. 연

구의 대상자는 총 21명 이었으며,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실험군 

11명, 대조군 10명 선정하였으나 연구 기간 중 탈락자가 발생

하여 실험군 7명, 대조군 7명 총 14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연

구 기간은 2017년 5월부 7월까지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동의 의사가 있

는 자를 선정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중재방법

본 연구의 실험군은 주2회, 12주 재활승마 훈련을 실시하였

다. 재활승마 훈련을 실시하기 전 보호용 헬멧과 조끼를 착용

하였고, 낙마예방을 위해 승마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중재를 하였다. 승마 중재는 준비운동 

5분, 승마 20분, 마무리 운동 5분 총 30분 실시하였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시간을 이용하여 말과 상호작용을 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2).

본 연구의 대조군은 주2회, 12주 동안 신장운동, 근력강화 

운동 30분 실시하였고, 건강관련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중

도 탈락자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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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정적균형 검사

정적균형 검사는 Gym-Plate(TECHNO CONCEPT, France)

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장비는 발판의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의 독립적인 힘판으로 되어 있으며, 발판은 발바닥 수직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왼쪽-오른쪽과 앞쪽-뒤쪽 대각선으로 

신체 압력 중심의 이동 정도를 합산하여 수량화 한다. 발판의 

USB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Gym-Plate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이 자동 분석을 해준다. 왼쪽-오른쪽 체중지지도 분포와 

앞쪽-뒤쪽 체중지지도 분포는 50% 가까울수록 체중지지가 대

칭을 의미한다. 체중지지도는 50% 보다 적은 값을 선택하였

으며, 50% 큰 값은 100%-50% 차이 값을 데이터 값으로 산

출하였다. 대상자는 눈을 뜬 상태에서 전방에 표시한 곳에 시

선을 유지하고 바로 선 자세에서 60초 유지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 장비로 사용한 Gym-Plate의 신뢰도 분석

을 하였으며 눈을 뜬 상태에서 체중지지 신뢰도 분석한 결과 

ICC=0.860 이었다.

2) Berg Balance Scale(BBS)

노인의 기능적 동적 균형 측정을 위해 앉기, 선 자세, 자세 변

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 14개 항목으로 총 

56점의 측정 도구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균형 유지 능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균형 측정 위해 step stool, 침대, 손

잡이 있는 의자, 줄자, 초 시계를 사용 하였다.

3) 노인 삶의 질 척도(Geriatric Quality of Life scale, GQOL)

노인의 삶의 질 측정하는 도구이며, 이 도구는 신체, 심리적 

건강, 일상생활 독립수준, 사회 관계, 주거 환경, 종교 등의 

23개 문항과 전반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 관련 2개 문항을 포

함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만족하지 않는다 1

점, 보통이다 2점, 만족한다 3점, 아주 만족한다 4점 척도이고 

자기 보고식이다. 총점의 범위는 25~100점이다. 이 평가도구

의 신뢰도는 0.91이다.
9)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는 SPSS version 18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독립 t 검정을 실시하

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후 비교는 비모수 검정의 

Mann-Whitney test 실시하였고 집단 내 비교는 Wilcoxon's 

signed-rank test 실시하였다. 자료의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

은 0.05로 하였다.

5. 연구결과

1) 중재 전과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균형과 노인 삶의 질 척

도 변화 비교

실험군의 중재 전과 후의 왼쪽-오른쪽 체중지지도, 앞쪽-뒤쪽 

체중지지도 변화 비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1), 

대조군의 중재 전과 후의 왼쪽-오른쪽 체중지지도, 앞쪽-뒤쪽 

체중지지도 변화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BBS도 실험군은 중재 전과 후 변화 비교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나(p<0.01),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노인 삶의 질척도도 실험군은 중재 전과 후 변화 비교에서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1),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05)(Table 3).

2) 실험군과 대조군의 균형과 노인 삶의 질척도 변화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후에서 중재 전 차이 값 비교에서 실

험군이 대조군 보다 왼쪽-오른쪽 체중지지도, 앞쪽-뒤쪽 체중

지지도와 BBS, 노인의 삶의 질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1)(Table 3).

Ⅲ. 고찰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운동을 실시 한 후 균형

과 노인 삶의 질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

활승마 운동은 노인의 균형 향상과 노인 삶의 질척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승마 운동은 기승자가 좌, 우, 앞, 뒤쪽과 수직 축 방

향으로 머리와 몸통의 움직임을 하는 동안 전정계와 고유수용

성감각의 자극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며, 이러한 자극이 자세유

지에 안정성을 제공 한다.10) 그리고 말을 타는 동안 기승자는 

인간의 가속과 감속의 보행 경험을 하게 되고 다양한 감각 입

력과 운동의 효과가 나타난다. 말 위에서 신체 움직임은 중력 

방향에서 체간근을 사용하게 되며, 지면에서 정상 보행하는 

동안 체간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근활성 효과가 나타난

다. 따라서 자세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운동치료 방법으로 적절하다.11)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간 안정

성과 관련된 항중력근의 활성도와 안정성 한계(LOS)가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계와 근골격계의 협응 능력과 정

위반응 증가에 의한 것이며,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훈련으로 매우 효과적이다.12) 지역사회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

으로 재활승마 운동 후 BBS와 균형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재활승마 운동은 전정계 자극과 수직축 방향의 운

동 장점이 있어서 낙상 예방 위한 운동으로 유익하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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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ffects of Rehabilitation Horse Riding on the Balance and Geriatric Quality of Life Scale of the Elderly.

Table 3. Comparison of balance and GQOL between groups

Variables Experimental group(n=7) Control group(n=7) p

WD
a

pre 44.72±2.71 45.51±1.56

post 48.62±1.14 45,54±1.88

diff 3.90±2.61 0.03±0.91 0.001
†

p 0.018
†

0.735

WD
b

pre 45.97±1.73 45.75±2.03

post 48.90±1.05 45.11±1.88

diff 2.93±1.60 -0.64±0.98 0.001
†

p 0.018
†

0.128

BBS
c

pre 44.57±4.31 44.71±4.34

post 48.28±1.60 44.42±4.19

diff 3.71±3.30 -0.29±1.11 0.001
†

p 0.018
†

0.102

GQOL
d

pre 68.42±8.14 71.57±2.69

post 75.71±8.17 70.85±2.96

diff 7.29±3.03 -0.71±1.11 0.017
†

p 0.043
†

0.480

WDa:weight distribution(left-right), WDb:weight distribution(forward-backeard), BBSc:berg balance scale, GQOLd:geriatric quality of life scale, 
*p＜0.05, †p＜0.01

본 연구도 지역사회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운동을 실시 한 후 BBS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말등 위에서 다양한 방향의 체간 움직임

을 통해 자세조절 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의 재활승마 운동 후 BBS의 유의한 차이의 결과는 주어진 환

경에서 자세조절의 동적, 정적 균형 능력 향상을 의미하며, 재

활승마 운동이 노인의 균형능력 향상 위한 운동으로 매우 탁

월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재

활승마 운동 전, 후 체간근 활성화에 대한 요인 분석을 하지 

않았으나, 체간 안정성과 관련된 근활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재활승마 운동은 능동적 체중이동을 통해 신체 기능적 활

동을 위한 동적, 정적 균형 능력 향상에 긍정적이며,14) 뇌성마

비 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운동 후 왼쪽-오른쪽, 앞쪽-뒤쪽 

체중지지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체간과 골반의 

대칭 자세가 향상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말 위에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체간근과 골반근 활성도가 증가하여 나

타난 결과이며, 재활승마는 균형 향상 위한 훈련 방법으로 매

우 효과가 있다.15)

본 연구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운동 후 왼쪽-오

른쪽, 앞쪽-뒤쪽 체중지지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본 

연구의 대상자와 선행연구의 대상자는 일치하지 않으나 재활

승마 운동 후 왼쪽-오른쪽, 앞쪽-뒤쪽 체중지지 비율에서 유의

한 변화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세조절의 제한은 

기능적 활동에 장애가 되며, 선 자세와 보행 하는 동안 정적, 

동적 균형 유지 위한 체중지지와 체중 이동은 기능적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 선행 연구의 재활승마 운동 후 뇌성마비 아동

의 균형능력 향상 효과는 균형 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고, 말 위에 앉은 자세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체중이

동 하는 동안 자세유지가 균형을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치매노인과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내 승마기를 이용하여 

평보단계로 운동을 한 후 균형 능력이 향상 되었으며, 낮은 

강도의 재활승마 운동 이라도 지속적 운동이 노인 균형 향상 

위한 운동으로 적절하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16) 노

인들은 젊은층에 비해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의 기회가 상

대적으로 적으며, 낮은 강도의 재활승마 운동이라도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심리적 안정에 효

과가 있다.17) 신체 기능장애로 인해 정상적 사회관계를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 인간과 말의 의사 소통이 스트레스를 낮추

게 해준다. 이와 같이 재활승마는 노인의 균형 향상으로 자세 

안정성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어 노인 삶의 질척도를 증가시

킨다.5)

본 연구의 재활승마 운동 후 노인 삶의 질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노인 삶의 질척도 설문지 



 

김은자, 김명준, 이문하, 김대훈

재활승마가 노인의 균형과 노인 삶의 질척도에 미치는 영향 ∙ 5

문항에서 행복, 희망 등의 긍정적 감정의 점수는 증가하였고 

우울, 불안, 절망 등의 부정적 감정의 점수는 감소하여 재활승

마 운동 후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재활승마 운동은 실외에서 낮은 강도

로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하였으나, 노인 삶의 질척도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균형 향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 노화에 따른 균형 저하는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되며, 낙

상 후 운동기능 장애와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 삶의 질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외에서 말을 매개로 하는 재활승마

는 균형 향상으로 삶의 질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낙상 

예방 위한 운동 방법이며,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 적극 추천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남자 노인만 대

상 자로 하였고, 대상자의 수가 적었으며. 재활승마 운동이 노

인의 인지와 낙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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