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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12-week horse riding exercise effect on the locomotion of a body and bilateral

balance and flexion/extension of trunk during the sit-to-stand(ST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One-hundred eleven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Each group was subject to a different horse riding exercise: control group(n = 36), 1

time/week group(n=37), and 3 times/week group(n=38). Two-way repeated ANOVA was used to compare weight transfer

time(WTT), trunk flexion velocity(TFV), trunk extension velocity(TEV), mean rising index(MRI), mean weight asymme-

try(MWA) among the groups, and STS changes in before and after 12 weeks. There was a group interaction in WTT, TFV, TEV,

MRI, and MWA with different responses to horse riding exercise particip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1 time/week

group and 3 times/week group of WTT, TFV, TEV, and MRI. Additionally, MWA(an index of a capacity for bilateral balance)

in lower extremity was decreased in 3 times/week group. It seems that horse riding exercise positively affected musculoskeletal

function of the trunk and lower extremity by accelerating locomotion and bilateral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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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앉았다 일어서기(Sit-To-Stand: STS) 동작은 인간이 살아

가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동작 중 하나로 신체 질

량 중심을 앞쪽과 중력 역방향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하

지 근육의 힘이 요구된다. 또한 STS는 작은 기저면 상에

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평형성뿐만 아니라 신체 분

절들의 협응성과 하지 근골격계의 근력을 안정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가장 안정된 평가 동작으로 인식되고 있다

(Salem, Wang, Young, Marion & Greendale, 2000). 이

러한 이유로 STS 동작은 신체 기능 및 하지 근골격계의

능력 평가를 위한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
(Schenkman, Berger, Riley & Hodge, 1990; Riley, Schen-

kman, Mann & Hodge, 1991; Schenkman, Riley & Pieper,

1996; Roy et al., 2006).

우리나라 초·중학생들은 평균적으로 공부(620분)와 컴

퓨터(58분), TV(63분) 시청 등 앉은 자세로 하루 평균 12

시간 30분을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추 건강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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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교정의 교육이나 처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ark, Lee & Kim, 2008; Park et al., 2012). 앉은 자세

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신체의 급격한 변화기에 있

는 초·중학생들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목과 몸통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성에 노출되어 있다(Youlian & Cheung, 2003; Park, Lee

& Kim, 2008; ). 이러한 머리와 몸통의 자세의 변형은 머

리와 목 그리고 신체 정렬 상태를 변형시켜 머리, 목, 척

추의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좌炤Ï 대칭적 근육의 발

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Grimmer, Williams &

Grill, 1999; Assaiante, 1998). 청소년기와 학동기에는 성

인들에 비해 쉽게 척추의 굴곡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기에 오랜 시간 동안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유

지하는 것은 척추의 불안정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신체 대

칭적 균형이 불안정과 함께 신체 운동 시 균형 유지 및

운동 기능 능력의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전신의 대칭적 발

달과 신체의 평형성 능력의 저하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증

가시킨다(Park, M. J. & Park, J. S, 2003; Choi, Chung
& Jeon, 2009). 

특히, 초등학생들의 자세와 관련하여 Park, M. J.와

Park, J. S.(2003)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측만 비율

이 1998년 11.5%를 나타낸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어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초·중

학생들은 근력에 비해 매일 과도한 책가방 무게로 인해 척

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

어 신체 좌우의 근육들의 불균형적 발달을 초래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Youlian & Cheung, 2003).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 국내 초·중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빈도와 시

간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운동기능 수준이 매

우 낮아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wak, 2009). 따라

서 초, 중등학생들은 신체 운동 시 요구되는 동적 안정성

유지 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신체 근력 운동을 통한 신체 평형성 향상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근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웨이

트 트레이닝과 저항성 운동의 경우 일반 학생들에게서는

평형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 Park, 2004; Kim & Lee, 2010). 이에 반해 승

마는 말과 사람이 일체가 되어 시각, 청각, 촉각을 동시에

자극함과 동시에 인체 근력과 관절 기능의 향상과 함께 심

폐 기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동 중 하나이다(Back,
Sung & Lee 2005; Choi, Hong, Lin & Kim, 2010).

더욱이 승마 운동은 신체적 및 정신적 재활이 요구되는 사

람들에게 적용되어져 왔으며, 특히 신체 정렬 상태 향상을

통한 자세교정과 좌·우 근력 대칭성의 개선 및 신체 골

격근들의 근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으로 기여함으로써 인

간의 평형성과 유연성 향상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보고되

고 있다(Alfredson, Hedberg, Bergstrm, Nordstrm & Lorent-
zon, 1998; Kim et al., 2005; Kwon, Shin & Go, 2010;

Han, Chu & Lee, 2004). 따라서 초·중학생들에 규칙적인

승마 운동을 실시하게 된다면 오랜 시간 좌식 생활로 인

한 자세 불균형 및 평형성과 운동수행능력 저하를 효과적

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2주간 승마 운동이 초·중학생들의

STS 동작 시 신체 이동 및 평형성 그리고 몸통의 굴신 운동

에 영향을 분석하여, 승마 운동 참여 유·무와 참여정도에

따른 신체 이동 능력 그리고 좌우의 평형성 및 STS 동작 시

중력의 역방향으로 운동시킬 수 있는 하지 근골격계의 능력

을 운동역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승마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통제군 36명
(n = 36, mass = 43.95 ± 10.69 kg, height = 1.51 ± 0.12 m,

age = 13.03 ± 1.63 years), 주 1회 승마 운동에 참여하는

37명(n = 37, mass = 44.40 ± 11.09 kg, height = 1.50 ± 0.11 m,

age = 12.91 ± 1.53 years), 주 3회에 승마 운동에 참여

하는 38명(n = 38, mass = 44.90 ± 12.57 kg, height = 1.49 ±

0.10 m, age = 12.89 ± 1.57 years) 피험자를 선정하여 각

그룹을 선정하였다. 모든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4, 5학년)

56명과 중학생(1, 2학년) 55명으로 총 111명의 학생들은

본인 그리고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학교 담당 선생님의 동

의하에 동의서를 작성한 후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승마 운동 과정과 실험 과정에는 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주

관 연구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승마에 주 1회

그리고 주 3회 승마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 12주 동

안 1회에 50분으로 구성된 승마 운동 프로그램에(1주: 지

상교육 및 평보, 2주차: 평보 및 좌속보, 3주차: 좌속보 및

경속보, 4주차: 원형 경속보, 5주차: 손을 사용한 Half

seat 자세, 6주차: 손을 사용하지 않은 Half seat 자세, 7

주차: 원형 경속보, 8주차: 경속보 좌·우 반동변화, 9주차:

대마장 경속보 원운동. 10주차: 경속보 대각선 방향전환 및

반동 바꾸기, 11주차: 원형마장 구보발진 신호 익히기, 12

주차: 구보자세 익히기) 참여하였으며 주 3회 승마 운동

참여 학생들은 각 주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2. 실험 장비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비는 <Table 1>과 같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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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7대의 리얼타임 적외선카메라 MX13(Vicon Inc,

Oxford, UK)는 초당 100Hz 샘플링 비율(sampling rate)로

인체 표본 마커의 3차원 좌표를 수집하였으며, 3대의 지면

반력기(Advanced Medical Technology Inc, Watertown,

MA, USA)는 1000 Hz 샘플링 비율로 STS 동작 수행 시

발생되는 지면반발력의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Mx Control

(Vicon Inc, Oxford, UK) 이용하여 카메라와 지면반력기를

동조시켰다. 승마운동의 운동역학적 검증을 위한 데이터

처리는 Nexus 1.5(Vicon Inc, Oxford, UK)와 Kwon3d

xp(Visol Inc, Kwangmyung, Korea)를 이용하였다. 

실험 전 피험자에게 실험에 대한 상세한 의도와 절차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정확하게 이해시킨 후, 양질의 데이터

와 부상방지를 위해 피험자들은 준비운동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 전 좌우를 X축, 전후 방향을 Y축, 상하 방향을 Z축으

로 정의되는 기준좌표계(global reference frame) 설정하기

위하여 L-Frame을 이용하여 1분 동안 실험 공간의 좌표값

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피험자들의 몸통 운동을 분석하기 위

하여 몸통과 골반 분절의 지역좌표계를 설정하였다. 

피험자의 좌·우 어깨돌기(right/left shoulder)와 골

반(right/left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RASIS/LASIS,

middle of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MPSIS), 7번째 경

추(7th cervical vertebral: C7)에 부착한 6개의 표면 마

커(직경 15 mm)를 이용하여 몸통 분절과 골반의 지역좌

표계를 정의하였으며, 두 분절의 지역좌표계 설정은 다음

과 같다. 

몸통의 지역좌표계

,

, 

골반의 지역좌표계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STS 동작 시 무릎 관절

90도의 앉은 자세에서 신호에 맞추어 일어서는 동작을 실

시하였고, 대퇴의 50%가 앉아 있는 블록에 닿게 하여 신

체적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였

으며, STS 동작 시 양 발의 움직임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

슴에 크로스하여 동작을 수행하게 하였다. 실험 시 발생되

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대의 지면반력기를 1/2지점

을 기준으로 좌·우 15 cm 지점에 수직으로 그려진 직선

위에 양발의 중지발가락과 지면반력기 위해 수평으로 그

려진 직선과 직교하는 지점에 뒤꿈치의 1/2지점이 놓여지

도록 하였으며, 지면반력기 위해 그려진 수평선은 피험자

들이 앉은 네모난 블록과 25 cm 거리였으며, 네모난 블록

은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 반복된 실험에도 움

직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에

의해 달라지는 앉은 자세는 블록의 높이를 조정하여 동일

한 무릎 관절의 각도와 대퇴와 블록의 닿는 면적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자료 분석

Feland, Hager & Merrill(2005)은 Neurocom balance

master(Neurocom, Clackamas, USA) 장비를 이용하여

STS 동작 시 신체 무게 이동 시간(weight transfer time:

WTT), STS 지표(mean rising index: MRI), 평형성(mean

weight asymmetry: MWA) 등의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STS 동작 시 신체 이동능력과 평형성 그리고 하지 근골격

계의 근력을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eurocom

balance master(Neurocom, Clackamas, USA)에서 제공되

는 WTT, MRI, MWA 요인들의 계산 공식을 활용하여

지면반력기와 영상분석 장비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측정과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체 이동능력과 몸통의 굴신

운동 평가를 위해 요인들 중 WTT는 앉은 자세에서 피험

X
t

RShoulder LShoulder–( )

RShoulder LShoulder–( )  
-----------------------------------------------------------------------=

Zt

C7 MPSIS–( )

C7 MPSIS–( )  
-----------------------------------------,  Yt= Zt Xt×=

Xp

RASIS LASIS–( )

RASIS LASIS–( )  
------------------------------------------------,  Yp= Zp Xp× ,=

Zp

RASIS MPSIS–( ) LASIS MPSIS–( )×

RASIS MPSIS–( ) LASIS MPSIS–( )×  
------------------------------------------------------------------------------------------------------=

Table 1. Experimental equipments

Classification Model Manufacture

Motion capture MX13 1.3 Motion Capture Camera 7unit Vicon (UK)

Data acquisition
MX Control Vicon (UK)

MX Net Vicon (UK)

Force Platform 
BP400600 2unit

AMTI (USA)
BP600900 1unit

Human measurement Martin calipers Takei (Japan)

Analysis software
NEXUS 1.5 Vicon (UK)

Kwon3DXP Visol(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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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방 6 m, 수직 1 m에 설치된 LED 불빛에 의해 전

단되는 동작 신호의 시작과 함께 신체 무게 중심이 앞쪽

으로 이동하여 신체 무게가 발쪽으로 완전히 부과되는 시

점까지의 시간을 측정(엉덩이 이지)하였다. 몸통의 굴곡 각

속도 TFV는 동작 시작에서 신체 무게가 발쪽으로 완전히

부과되는 시점까지의 최대 굴곡속도를 분석하였고, 몸통의

신전 각속도 TEV는 신체 무게가 발쪽으로 완전히 부과되

는 시점에서 완전하게 일어날 때까지의 최대신전속도를 분

석하였다. 그리고 STS 능력 지표인 MRI 요인은 준비 자

세에서 완전히 일어나는 지점까지 양 하지에 의해서 발생

되는 힘의 양을 측정하여 양발에 의해서 발생되는 최대

지면반력 수치에서 신체 무게를 감한 후 신체 무게로 일

반화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는 STS 동작 시 신체 운동 능

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하며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좌·우 대칭성과 평형성을 평가하는 요인인

MWA는 신체무게가 발쪽으로 완전히 부과되는 시점에서

완전한 일어선 자세까지 양발에 의해 부가된 지면반력 수

치를 측정한 후 우측 발에서 측정된 최대 지면반력 수치

에서 좌측 발에서 측정된 최대 지면반력 수치를 감한 후

양 발에 의해 산출된 최대 지면반력 수치로 일반화 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는 STS 동작 시 좌·우 평형성을 평가하

는 지표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4.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 분석되어진 요인들은 각 피험자들의 평균

값으로 SPSS Ver. 18.0(SPSS Inc., Chicago, USA)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되어져 이용되었다. 청소년 승마운동의 운

동역학적 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처음 모집한 피

험자들 중 모든 실험에 참여한 통제군, 주 1회군, 주 3회

군들의 승마 운동 사전, 사후를 검증하기 위하여 Two-way
mixed design ANOVA(3 exercise groups × 2 repeated

measure)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유의수준은 α = .05로 설

정하였고, Bonferroni Post-hoc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반복 검증 시 발생하는 Type I error를 보

완하기 위하여 Bonferroni adjustment를 실시하였다.

III. 결 과

승마 운동을 통해  STS 동작 시 신체 분절 중 가장

무거운 몸통의 운동성과 신체 가속 운동 능력 그리고 좌

우의 평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에서 승마 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의 WTT

를 분석한 결과 그룹과 반복 측정적 승마운동 간에 상호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반복 측정을 통

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통제군과 주 1

회군은 승마운동 전과 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p > .05), 주 3회군은 약 0.2초의 의미 있는 시간의 단축을

나타내었다(p < .05). 승마 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의 TFV를

분석한 결과 그룹과 반복적 승마운동 간에 상호작용이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또한 그룹 간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 < .05), 반복 측정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차

이를 나타내었다(p < .05). 승마 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의

TEV를 분석한 결과 그룹과 반복적 승마운동 간에 상호작

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리고 그룹 간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 < .05), 반복 측정을 통해서도 의미

MRI =                                                            

R and LPeak Vetical Force( ) Body Weight–
Body Weight

--------------------------------------------------------------------------------------------------------------------- 100×

MWA                                                              =

Peak Vetical Force R( ) Peak Vetical Force L( )–
Total  Vetical Force Weight

-----------------------------------------------------------------------------------------------------------------------------------

                                                             100×

Table 2. WTT, TFV, TEV during the STS                                            

Condition Before horse riding exercise After horse riding exercise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Group None
1 time/
week

3  time/
weeks

None
1 time/
week

3  time/
weeks

Condition Group

WTT
(unit: sec.)

M
(SD)

0.79
(0.16)

0.79
(0.22)

0.85***
(0.22)

0.77
(0.14)b

0.78
(0.14)c

0.63***
(0.11)b, c .001 .294 .001

TFV
(unit: deg./sec.)

M
(SD)

-99.65
(20.33)

-108.68
(20.79)

-98.28***
(17.19)

-104.47
(19.02)a

-115.23
(18.11)a

-115.74***
(21.89)

.001 .034 .001

TEV
(unit: deg./sec.)

M
(SD)

73.31*
(22.71)

83.84**
(21.77)

72.00***
(18.79)

80.67*
(19.93)

91.62**

(21.13)
91.69***
(22.53)

.001 .042 .001

Note. *,**,***,a,b,c  p < .05, Contrast between before horse riding exercise and after horse riding exercise condition on the each group: None group - *, 1

time/week group - **, 3 time/weeks - ***, Contrast among the groups on the each condition: a = None vs 1 time/week, b = None vs 3 time/weeks, c = 1

time/week vs 3 time/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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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통제군, 주 1회군, 주 3

회군 모두 의미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p < .05).

<Table 3>과 같이, STS 동작 시 STS 능력 지표를 나

타내는 MRI 요인에서 통제군은 승마운동 전(31.64 N/kg)

과 승마운동 후(38.68 N/kg)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주 1회군에서는 승마운동 전(32.71 N/kg)과 승마운동 후

(40.12 N/kg)에 차이를 보였으며, 주 3회군에서는 승마운

동 전(29.89 N/kg)에 비해 승마운동 후(45.94 N/kg)에

MRI 수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마운동

의 기회가 많았던 주 3회군의 청소년 그룹에서 MRI 증가

가 크게 나타났다. 승마 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의 MRI를

분석한 결과 그룹과 반복적 승마운동 간에 상호작용이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반복 측정을 통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통제군, 주 1회군, 주 3

회군 모두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다(p < .05). STS 동작

시 좌·우 신체 균형 능력을 나타내는 MWA 요인에서 통

제군은 승마운동 전(5.77%)과 승마운동 후(8.05%)로 크게

수치가 상승하였다. 반면 주 1회군에서는 승마운동 전

(7.15%)과 승마운동 후(5.60%)에 수치가 낮아졌으며, 주 3

회군에서는 승마운동 전(5.86%)에 비해 승마운동 후

(3.44%)에 수치가 감소한 결과, MWA 변인에서는 그룹과

반복적 승마운동 간에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p < .05). 통제군에 비하여 승마운동에 참여한 주 1회군,

주 3회군에서는 상대적으로 MWA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고 승마운동 참여 기회가 많았던 주 3회군에서는 의

미 있는 MWA의 감소를 나타내었다(p < .05). 

IV. 논 의

본 연구는 12주간 승마 운동이 초·중학생들의 STS 동

작 시 신체 이동 및 평형성 그리고 몸통의 굴신 운동에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STS 동작 시 정지된

상태에서 신체를 중력의 역방향으로 가속시키는 기능의 향

상을 위해서는 몸통 분절의 효과적인 회전 운동과 하지 근

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 Galli et

al.(2000)와 Sibella, Galli, Romei, Montesano & Crivellini

(2003)의 비만인과 정상 체중인들을 대상으로 STS 동작을

분석한 연구에서 비만인들은 정상 체중인들에 비해 작은

몸통 회전 운동으로 인해 힙 관절의 굴신 범위가 작게 나

타났으며, 또한 이러한 적은 몸통의 회전 운동은 신체 운

동 시 하지 근골격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는 STS 동작 시 힙 관절을 중심으로 몸통의 굴곡/

신전 회전 운동이 원활하게 수행되어야만 정상적인 STS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힙과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의 근력 향상은 올바른 신체의 정렬을

통한 척추의 안정성 유지와 몸통 운동의 민첩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Kim & Lee, 2010). 본 연구에서는 STS

동작 시 통제군과 주 1회군에 비해 주 3회군은 12주간의

승마 운동 후 WTT 요인이 의미있는 단축을 나타내어 신

체 이동 능력의 향상을 보였다. 그리고 12주 승마 운동

전후 몸통의 회전 운동 평가에서 TFV의 수치 변화는 주 3

회군, 주 1회군, 통제군의 순이었으며, 주 3회군의 TFV

수치 증가가 가장 크고 의미있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리

고 TEV 요인 역시 주 3회군, 주 1회군, 통제군의 순으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주 3회군의 TEV 수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승마 운동을 많이 경험한 주 3회군

의 WTT, TFV, TEV의 의미 있는 증가는 승마 운동을 통

해 몸통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승마 운동 시 기승자는 말의 움직임

에 따라 신체가 다양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증자는 하지와 요부 근육들과 함께 몸통

근육들의 빠르고 반복적인 수축 운동을 통해서만 말 위에

서 신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Han et al., 2004). 

신체 운동수행능력은 신체를 가속 또는 감속시키는 근

육의 강화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

근력 향상을 위해 기구를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저항

Table 3. MRI, MWA during the STS                                            

Condition Before horse riding exercise After horse riding exercise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Group None
1 time/
week

3 time/
weeks

None
1 time/
week

3 time/
weeks

Condition Group

MRI
(unit: N/kg)

M
(SD)

32.71**
(11.81)

29.89***
(10.63)

38.68*
(15.34)

b

40.12*
(13.12)

45.94***
(8.87)b .004 .512 .001 .001

MWA
(unit: %)

M
(SD)

7.15
(4.71)

5.86***
(4.31)

8.05
(9.78)

b

5.60
(5.06)

3.44***
(2.54)b .403 .063 .012 .001

Note. *,**,***,a,b,c p < .05, Contrast between before horse riding exercise and after horse riding exercise condition on the each group: None group - *, 1

time/week group - **, 3 time/weeks - ***, Contrast among the groups on the each condition: a = None vs 1 time/week, b = None vs 3 time/weeks, c = 1

time/week vs 3 time/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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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운동과 신체를 이용한 안정화 운동을 이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Kim & Park, 2004; Kim & Lee,

2010). Kim과 Park(2004)은 근력 향상에 도움을 위한 웨

이트 트레이닝의 경우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서는

경우 평형성과 민첩성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

였다. 그리고 Kim과 Lee(2010)의 연구에서도 저항운동과

안정화 운동을 실시하였는데 근력의 향상에는 도움이 되

었으나 평형성에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단순한 근력의 향상이 평형성을 향상시

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Tveter & Holm, 2010). 이에 반

해 승마 운동과 평형성에 관한 선행 연구 중 Han et

al.(2004)는 승마 운동을 통해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평형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초·중학생들의 신체 안정성 유지 능력은 운동수

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다양한 공통 체력인자

들 중 평형성의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Son,

1999). 그리고 STS 동작에 관한 선행 많은 선행연구들은

정상인들의 좌·우 신체 운동이 일어서기 운동에서 대칭

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활한 STS 동작은 신체 평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Nuzik, Lamb,
VanSant & Hirt, 1986; Pai & Rogers, 1990; Mak,

Levin, Mizrahi & Hui-Chan, 2002). 본 연구에서 STS

동작 시 정지된 앉은 자세에서 신체 가속 운동을 의미하

는 MRI 지표는 통제군, 주 1회군, 주 3회군 모두 그룹에

서 사전 측정치보다 12주 후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다.

특히 승마운동의 기회가 많았던 주 3회군이 통제군과 주

1회군에 비해 MRI 수치에서 의미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

다. STS 동작 시 신체 가속 능력은 좌·우 하지와 몸통

근육들의 근력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승마 운동

이 초·중학생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리고 MWA 요인에서 승마 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통제군

은 12주 후 증가된 반면, 주 1회군, 주 3회군은 MWA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승마 운동의 기회가 많았

던 주 3회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MWA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승마 운동이 초·중학생들의 좌·우 하

지와 몸통 근육들의 균형적 발달에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

하며, 승마 운동의 경험이 많을수록 하지, 요부, 몸통에 작

용하는 좌·우 근골격계의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는 평형성과 신체 이동 능력을 상승시켜 안

정적이고 원활한 STS 동작을 수행하는데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승마 운동을 경험한 주 1회군, 주 3회군 초·중학생

들은 승마 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통제군 학생들에 비하여

WTT, TFV와 TEV 그리고 STS 수행 능력 지표인 MRI

가 향상되었다. 이는 승마 운동이 초·중학생들의 신체 이

동과 몸통의 굴신 운동 능력 향상에 영향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STS 동작 시 신체 평형성을 조절하는 좌·우 하

지 근육들의 대칭적 발달을 평가한 요인인 MWA에서도

승마 운동의 경험이 많은 주 3회군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승마 운동은 신체 발육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초·중학생들의 신체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킴으

로써 운동 시 신체의 동적 안정성 유지 능력인 평형성 향

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체

적으로 급격한 성장하고 변화하는 초·중학생들에게 승마

운동은 신체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으로 또한 올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자세관리프로그램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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