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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뇌졸중 환자에게 승마 시뮬레이터 기계를 이용한 운동이 환자의 균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연구대상자와 연구방법으로는 67명의 만성 뇌졸중 환자를 승마운동그룹(n=34)과 일반 매트운동그룹(n=33)으로 나누어 두

그룹 모두 병원에서 일반적인 운동치료를 실시한후 추가적으로 승마운동과, 매트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시간은 주당 5회 8주동안 

35분간 실시하였다. 균형능력 평가는 무게중심의 동요 거리를 통해 측정하였다. 결과는 두그룹 모두 눈을 뜬상태에서 균형능력이 

증가하였으나(*p<0.05),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지상운동군보다 수중운동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균형능력 증가가 나타났다

(*p<0.05).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승마 시뮬레이터 훈련이 만성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I. 서론

  편마비 환자의 기능증진과 균형회복을 위해 다양한 재
활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승

마치료는 신체재활, 심리치료, 사회성 개발의 세 영역에 
집중되면서, 말의 운동기능학적 움직임과 다양한 보법
(walking pattern), 편견 없는 자연친화적 기질을 활용하

여 기승자의 자세교정, 건, 인대, 심폐기능 그리고 혈액순
환 기능증진을 위한 신체 물리치료 및 정신치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1]. 승마시뮬레이션 운동은 말의 움직임에 

따라 율동적인 움직임이 유발되어 평형성 및 유연성[2], 
전신 근육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정상인 및 장애인의 균
형과 자세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3]. 그러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만
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승마 시뮬레이터 운동을 실시

한 그룹(Horse exercise group, HEG)과 매트에서 균형 
훈련을 실시한 그룹(Met exercise group, MEG)에 대해서 
자세 균형 능력, Time Up Go(TUG), Berg’s balance 

scale(BBS) 평가를 이용해 승마 시뮬레이터 운동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대전에 소재한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67명의 뇌졸
중 환자를 대상으로 HEG(수:34, 남성:18, 여성:16, 나

이:56.09±7.22, 신장:166.05±7.47㎝, 무게:62.91±7.93
㎏)와  MEG(수:33, 남성:18, 여성:15, 나이:51.55±8.27year, 
신장: 169.55±8.40㎝, 무게:67.05±8.38㎏)로 나뉘어 실

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승마 시뮬레이터 운동 방법

  승마 운동은 실제 말의 크기와 유사한 형태의 승마시뮬

레이터(Horseback-Riding Simulator’s)(FRTIS, Korea)
를 이용하여 100가지 운동 방법 중 대상자가 환자임을 고
려해 갑작스런 빠른  리듬감을 주지 않고 상․하, 전․후 율동

이 다양하여, 목, 어깨, 체간, 복부, 허벅지, 다리의 운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코스(상하 거리 73 
m/min, 전후거리 40 m/min, 율동횟수는 상하 95~105 

회/분, 전후 95~105 회/분 그리고 율동거리 98 m/min)를 
적용하였다. 적용시간은 각 코스 당 15분씩 실시하였고, 
한 코스가 끝나면 5분의 휴식을 하여 총 35분간 주 3회 적

용하였으며, 승마시뮬레이터 훈련에서 시각의 영향을 통
제하기 위하여 수면용 안대를 착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실
험자의 낙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 멈춤 장치를 착

용하고 안전바를 가볍게 잡도록 하여 실시하였다. 

2.2 매트 운동 방법

  매트 운동는 Dean, Evert의 운동방법을 따라 적용하였
다. 운동 1) 상체를 이용해 몸통 하위의 안정성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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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드러누운 상태에서, 무릎관절 밑에 정사각형 베개를 
놓음으로써, 엉덩관절이 90도가 되게 한다. 환자의 머리를 

들면 뒷목의 근육이 신전하며 상복부가 원위로 밀려나게 
된다. 이때, 양 견갑골이 앞쪽으로 당겨지며 상지는 외전
하게 된다. 동시에, 머리를 무릎을 향하게 하고 몸통은 일

직선으로 고정시킨다. 운동 2) 앞, 뒤, 좌, 우로 걷게하고 
서있게 한다. 운동 3) 앉은 상태에서의 골반 전후방경사 
조절하기. 치료사는 환자의 바깥쪽 골반을 고정시키며 앞

으로 당긴다. 운동 4) 양팔을 앉은 상태에서 앞, 아래 방향
으로 펴게 한다. 운동 5) 양발로 서서 치료사와 공을 주고
받는다. 운동 6) 양쪽 발을 벌리고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

록 편하게 선채로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게 한
다. 

2.3 측정도구

  고정균형측정은 Kinesthetic Ability Trainer Balance 

시스템(KAT 2000 Breg Inc., USA)을 통해 신체 무게중
심이 흔들리는 매개변수(the Balance Index, BI)를 변환
해 기록하는 장비를 사용하였다. 동적균형측정은 Berg 

Balance Scale(BBS)과 Timed up and Go Test(TUG)를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를 이용하여 처리
하였다. 운동 전·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그룹 간 평균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 α는 0.05
로 하였다. 

Ⅲ. 결과

  본 연구 결과 HEG와 MEG의 그룹내 EOB, ECB, BBS, 
TUG는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운동 후(post-intervention)의 그룹 간 비교에서 ECB, 
BBS, TUG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p<.05) EOB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5)(Table 1)(Table 2). 

Table 1. A comparison of Balance, BBS and 

TUG between pre-post               (M±SD)
Pre Post t

EOB

(BI)

MEG 559.97±107.76 551.29±107.82 6.32*

HEG 590.61±123.62 552.61±95.18 7.09*

ECB

(BI)

MEG 1412.29±230.40 1375.97±202.62 5.04*

HEG 1453.82±195.33 1274.20±189.87 29.79*

BBS
MEG 40.70±3.73 42.20±4.85 -6.68*

HEG 40±4.73 44.91±6.14 -16.90*

TUG
MEG 24.55±7.13 24.11±7.17 1.96

HEG 24.23±5.92 20.88±5.84 24.07*

*p<0.05, EOB:eye open balance, ECB:eye close balance, 

BBS:Berg’s balance scale, TUG:Time Up Go

Table 2. A comparison of Balance, BBS and 
TUG between the met exercise and 
horse exercise  groups.           (M±SD)

MEG HEG t

EOB

(BI)

Pre 559.97±107.76 590.61±123.62 1.09

post 551.29±107.82 552.61±95.18 0.05

ECB

(BI)

Pre 1412.29±230.40 1453.82±195.33 0.80

post 1375.97±202.62 1274.20±189.87 -2.13*

BBS
Pre 40.70±3.73 40±4.73 -0.68

post 42.20±4.85 44.91±6.14 2.01*

TUG
Pre 24.55±7.13 24.23±5.92 -0.20

post 24.11±7.17 20.88±5.84 -2.04*

*p<0.05, EOB:eye open balance, ECB:eye close balance, 

BBS:Berg’s balance scale, TUG:Time Up Go

Ⅳ. 고찰

  본 논문에서 균형능력 변화에 대한 그룹별 차이는 매트 
운동군보다 승마 운동군에서 더 많이 좋아졌다. 이러한 결
과는 승마운동시 말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중력중심

을 이동시키면서 자세유지를 위해 기립자세로 균형과 평
형을 유지하는 동작[4]과 말위에서의 계속적인 움직임은 
중력중심, 신체 인지와 지지면의 인지를 증가시키는데 도

움을 준다[5]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승마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운동치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균형능력의 변
화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여 정적,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승마 시뮬레이터 운동적용 시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운동을 통해 환자의 기능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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