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승마자를 상으로 한 승마참여 이유에 한 조사에

서 건강유지가 119(2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

분 건강증진 필요성의 이유로 승마활동에참여하고 있으

며 승마활동의 건강과 체력의 효과면에서 볼 때, 체

으로 종합체력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하 다[9].

최근 재활승마에 한 국내외 문헌 분석 연구에서도 재

활승마 련 종속변인 분석 결과 신체 효능을 보는 연

구가 많았다[5]. 이와 같은 이유로 차 인 승마참여 인

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승마 효과에 한 국내의 연구로 승마가 자세 교정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소화기능과 심폐기능 향상시키고,

요추의 골 도 향상, 비만인들의 체지방 감소 순발력,

근지구력, 신지구력과같은 체력도증진시켰다. 그리고

소화기능 척추, 등과 평형성 향상에 효과 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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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다[4,8,10,11,15,19]. 장애인들의 치료효과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3,6,13], 최근에는 지구력 승마에서

지질 유 자 련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12].

지질(lipid)은 액 내 주요 지방질과 그 유사물을 총

칭하는 말로서 콜 스테롤과 인지질, 유리지방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지질 성분의 향을 받아 비만증후

군, 심 질환 발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승마운동[14]과 달리기운동[7]의 연구에서 일정

기간의 지구성 훈련을 처치하는 등의 실험으로 사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유산소 운동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달리기 운동과 승마운동의 효과

를 비교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승마운동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승마운동의 효

과에 한 과학 증명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사 변인들이 10Km의 달리기와

승마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통해 승마

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  방법

2.1 연  상

이 연구의 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승마와 달

리기유경험자 20명을 상으로 하 다. 실험 , 이연구

의 목 차에 한 충분한 이해를 시켰으며, 실험참

여 의사를 밝힌 상자에게 동의서를 얻어 승마 운동군

은 분속 350m 구보와 달리기 운동군도 분속 350m 속도

에 맞춰 실험이진행되었다. 이들의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N
Age
(yr)

Height
(cm)

Weight
(kg)

Body fat
(%)

horseback
riding

10
46.00
±7.61

172.01
±5.03

70.90
±8.70

19.14
±4.00

running 10
45.40
±6.92

173.10
±2.83

69.74
±4.81

18.11
±2.96

2.2 실험방법 및 도

이연구에서 이루어진 채 수집은 10km 승마 운동과

10km 달리기운동 ․후 총 2회이며, 자세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2.3 채  및 액

채 은 10km 승마운동과 달리기운동 ·후의 오 시

간 에 채 하 고, 채 날 녁부터 공복을 유지하

도록 했다. 채 은 실험 상자가 실험실에 도착하여 10

분간의 안정을 취한 후, 앉은 자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꿈치 정 피하상완정맥(antecubital vein)에

서 20ml를 채 하 고, 이후 운동직후 동일방법으로 채

해서 3000rpm로 15~2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

(supernatant)을 채취하여 -80°에서 분석 시까지 냉동보

후 N사에 분석 의뢰하 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 수

를 해 H 학 생명윤리심의 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되

었다.

3. 실험 방법 및 절차

3.1 10km 승마운동과 달리기운동

5km왕복코스를 설정하여 반환 을 돌아오도록 주로

를 구성하 고, 승마운동과 달리기운동은 동일 지역에서

안 을 고려해 승마운동 후 달리기운동을 하도록 통제하

다. 운동시간은 분속을 고려해서 30분 이내로 하 다.

도착지 에서는 안 을 고려하여, 도착 순서에 맞게 통

제 될 수 있도록 안 통제 요원을 배치시켰다.

3.2 료처리 

이 연구에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자료처리는

WIN/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

를 산출하 다. 승마운동과 달리기운동 ․후 각 변인

의 차이를규명하기 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 고,

각 집단의 변화량을 산출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

다. 유의수 은 p< .05로 설정하 다.

4. 연 결과

10km 승마운동과달리기운동 ·후의 사 변인

들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4.1 10km 승마운동과 달리기운동 전·후   

사 에 변

이 연구 상자들의 10km 승마운동과달리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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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따른 지질 변인들의 변화는 다음 Table 2와 같

다. 승마운동에서 Glucose의 변화는 97.78±14.55㎎/

㎗에서 123.21±33.88㎎/㎗로 나타났고, 달리기 운동군의

경우 86.42±16.88㎎/㎗에서 88.57±11.16㎎/㎗로 변화되어

승마 운동군 ·후의 Glucose의 변화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5). 한 TC의 변화는 승마

운동군이 188.71±35.25㎎/㎗이에서 199.35±32.79㎎/㎗로

변화되었고, 달리기 운동군의 경우 201.92±30.91㎎/㎗에

서 204.78±33.57㎎/㎗로 변화되어 승마 운동 ·후의 TC

의 변화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TG의

변화는 승마운동 117.64±57.99㎎/㎗에서 118.28±43.43

㎎/㎗로 변화되었고 달리기 운동군의 경우 130.00±71.20

㎎/㎗에서 134.50±83.62㎎/㎗로 변화되어, 두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DL-C의 변화는 승마운

동 113.42±33.49㎎/㎗에서 121.42±32.52㎎/㎗으로 달리

기 운동군의 경우 124.71±32.75㎎/㎗에서 125.78±35.67㎎

/㎗로 의미있는변화는 없었고 승마운동집단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1). 한 HDL-C의

변화에서 승마운동 53.42±14.36㎎/㎗에서 56.64±15.24㎎/

㎗로 변화했고 달리기 운동군의 경우 58.42±12.57㎎/㎗에

서 59.50±12.56㎎/㎗로 변화되어 승마 운동군에서만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p<.01).

Table 2. Blood lipid change      

M±SD
df Sig

pre post

Glucose

(㎎/㎗)

runner
86.42

±16.88

88.57

±11.16
13 .523

rider
97.78

±14.55

123.21

±33.88
13 .022*

TC

(㎎/㎗)

runner
201.92

±30.91

204.78

±33.57
13 .256

rider
188.71

±35.25

199.35

±32.79
13 .001**

TG

(㎎/㎗)

runner
130.00

±71.20

134.50

±83.62
13 .539

rider
117.64

±57.99

118.28

±43.43
13 .947

LDL-C

(㎎/㎗)

runner
124.71

±32.75

125.78

±35.67
13 .495

rider
113.42

±33.49

121.42

±32.52
13 .000**

HDL-C

(㎎/㎗)

runner
58.42

±12.57

59.50

±12.56
13 .158

rider
53.42

±14.36

56.64

±15.24
13 .002**

*p<.05, ** p<.01

4.2 10km승마 운동과 달리기운동 전·후   

사 변 들  변 량 

10km승마운동과 달리기운동 ·후의 따른 지질

성분의 변화량은다음 Table 3과 같다. Glucose 변화량은

승마운동군 변화량은 28.76±43.10 ㎎/㎗로 나타났고 달리

기 운동군은 4.11±12.01㎎/㎗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고(p<. 05), TC(Total-cholesterol)의 변화량

은 승마운동군에서 6.12±5.43㎎/㎗으로 달리기 운동군은

1.35±4.89㎎/㎗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5). TG의 경우 승마운동군 13.15±48.84㎎/㎗로 달리

기 운동군은 2.84±13.56㎎/㎗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

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LDL-C의 변화량은 승마 운동

군이 7.94±5.74㎎/㎗로 달리기 운동군 0.45±5.00㎎/㎗에

비해 통계 으로유의한 차이를나타냈다(p<.01). 하지만

HDL-C의 변화량은 승마 운동군이 6.26±6.14㎎/㎗로 달

리기 운동군 2.03±4.72㎎/㎗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3. Independent t-test result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each group        

M±SD
T Sig

run rid

Glucose

(㎎/㎗)
4.11±12.01 28.76±43.10 -2.061 .49*

TC

(㎎/㎗)
1.35±4.89 6.12±5.43 -2.443 .022*

TG

(㎎/㎗)
2.84±13.56 13.15±48.84 -.761 .454

LDL-C

(㎎/㎗)
.45±5.00 7.94±5.74 -3.676 .001**

HDL-C

(㎎/㎗)
2.03±4.72 6.26±6.14 -2.042 .051

*p<.05, **p<.01

5. 논

10km 승마운동과달리기운동 ·후의 사 변인

변화량을 분석결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부분의 Glucose 변화는 간에 Glycogen으로 장되

었다가 필요에 따라서 으로 방출되고, 운동근육의

에 지로 사용된다. 일시 으로 가벼운 운동 시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나 짧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할

때에는 당이 곧 상승한다[13]. 그러나 운동이 계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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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근육 내 Glycogen은 속한 감소를 가져와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감소되는 양은 수행하고 있는 운

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 따라서 달라진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물 승마 경기는 최 산소섭취량의

약 75%에 해당하는 운동강도가 기승자에게 부과되며 일

반 인 승마 운동시에도 최 능력의 약 40~80%에 이르

는 다양한 유산소 사를 경험하게 된다[19].

6개월간의 장기 인 승마운동을 통한 사 변

화를 살펴 본 결과 루코스, 성지방에서 6개월의

승마운동 후 한 감소를 보여 지질성분의 개선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고[22], 60분간의 승마 운동 후

루코스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1]. 본 연구에서는 승마운

동군의 루코스 변화가 유의하게증가했음을 확인

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정명진의 연구결과[13]와일치

하는 것으로 고강도의 짧은 운동 시에는 카테콜아

민이 상승하고 포도당 생성이 증가하여고 당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1-2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다[25]는 보고처

럼 승마운동이 달리기 운동보다 고강도운동으로 사료되

는 결과로 단된다.

TC는 부분이 Lipoprotein과 결합된 상태로 생

체 내에 존재하는데, HDL-C이 순환기질환, 특히 허 성

심질환의 발생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허 성 심질환

이나 동맥경화를 방하기 해서는 TC를 낮추는 일도

요하지만, 보다 구체 방책은 HDL-C를 높이고

LDL-C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친 지구성

운동을 할 때 콜 스테롤의 산화 진에의해 에 지원으

로 콜 스테롤이 이용될 것이며, 이러한 운동을 반복했

을 때 VO2max의 증가에 따라 과잉 TC이 감소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규칙 으로 고 부하 근육 사용 운동

자들은 비활동 인 사람들에 비해 TC 농도에 있어서 다

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승마운동과 연 한 지질

변화 연구에서는 6개월간의 승마운동에서도 TC가 유의

한 감소를 확인하 고[22], 60분 승마운동 후에도 TC가

감소하 지만[1], 본연구결과에서 승마 운동군에서 유의

한 증가를 학인할 수 있어서 상반된 결과를 보 다. 이

결과는 이같은 TC의 증가는 HDL-C과 LDL-C의 동반

상승 결과이며, 90분의 지속 강도 운동/단속 강

도 운동에서 각각 7.04%, 4.23% 증가했다는 연구와 일치

한다[27].

TG는 체내의 지방세포와 지단백의 구성성분으로 신

체활동의 에 지원이 되는 동시에 운동과더불어 소모되

는 일시 반응의 감소 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VO2max

의 증가에따른TG의 감소는근육의 미토콘드리아 내산

화효소 활성화의 항진과 마이오 로빈 농도의 증가에 따

른 사조 이 원활해짐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소 상이

다[23]. 본 연구 결과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

데 이는 TG 흡수와 Lipoprotein lipase의 활동의 작

용기 이시간 으로충분하지못한것으로 단된다[18].

노인 당뇨병 환자들 상으로 12주간의 실내승마운동

을 실시한 결과 HDL-C은 증가하 고, 근력운동을

통해서도 HDL-C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16,26] 본 연

구에서도 10km승마운동 후 HDL-C 유의한 통계 인 의

미는 없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12]의 연구에

서도 년여성의 지질에서도 지구력 승마 이후 유의

한 증가를 발표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상자가 은 계로 통계 설명력이 떨

어지지만 부족한 1회 승마운동의 사 지표 변화 연

구를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나아가 승마운동에

한 규모 생리 지표 변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6. 결

10km 승마 운동과 달리기운동 ·후 사 성분에

서 승마운동집단에서 TG를 제외한 Glucose, TC,

LDL-C, HDL-C에서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결과를

뒷받침하는 지질 변화량에서도 TG HDL-C을 제외

한 Glucose, TC, LDL-C에서 유의한 변화량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부분 승마운동이 운동량과 강도가 약하

거나 운동으로서 효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상의

지질변화를 본다면 승마운동이 운동강도나 효과면

에서 지질에 향을미치는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승마운동을 화하고 승마운동의 과학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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