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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계적 승마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체간조절,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
다. 본 연구에 15명의 뇌졸중 환자가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은 뇌줄중 환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각각 7명, 8명씩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보존적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실험군에게 추가적으로 기계적 승마치료를 30분동
안 시행하였다. 연구는 2013년 3월 4일부터 5월 3일 까지 약 8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평가 도구는 체간조절 검
사, 뇌졸중 자세조절 검사, 버그 균형 척도, 일어나서 걷기 검사였다. 측정은 중재 전, 후로 실시하였다. 중재 후 군
내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간조절 검사, 뇌졸중 자세조절 검사, 버그 균형 척도, 일어나서 걷기 검사의 중재 전, 

후 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실험군은 중재 전, 후 차이값이 체간조절 검사, 뇌졸중 자세조절 검사, 버그 
균형 척도, 일어나서 걷기 검사에서 각각 27.,85±19.03, 6±4.04, 19.28±4.27, 16.68±4.61 향상되었고, 대조군에서는 각
각 17.87±18.3, 2±2.07, 7.62±6.75, 3.21±1.75 향상되었다. 두 군간의 중재 후의 평가 비교에서 중재 후 체간조절 감
사, 뇌졸중 자세조절 검사, 버그 균형 척도, 일어나서 걷기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이는 기계적 승마
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체간조절 능력, 균형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여 앞으로 이러한 연구결과
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 기계적 승마치료, 뇌줄중 환자, 체간조절 능력, 균형 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mechanical horseback riding training on 
trunk control, balance function in stroke patients. 15 stroke patient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experimental(n=7) and control(n=8). All subjects received a routine 
physical therapy. The mechanical horseback riding training was for 30 min in the case of the EG subjec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approximately 8 weeks from March 4 to May 3. The assessment tools of this study 
involved the trunk control test,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Berg balance scale and timed up and go 
test. The measurements were recorded before the intervention and after the intervention. In the cases of the EG 
subjects and CG subjects, the variables measured after the intervention significantly differed from trunk control 
test,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Berg balance scale and timed up and go test before the intervention 
(p<.05).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runk control test,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Berg 
balance scale and timed up and go test at post test between the 2 groups (p<.05). The findings indicate that 
mechanical horseback riding training exerts a positive effect on trunk control, balance function in stroke 
patient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generalize the resul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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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 of participants

Age Sex(male/female)
Affected side

(left/right)

Type of stroke

(hemorrhage/infarction)
Onset(month) MMSE-K*

Experimetal 

group
72.14±9.11 4/3 4/3 4/3 5.42±2.43 24.71±1.11

Control group 72.25±5.52 3/5 5/3 4/4 6.00±2.56 24.75±1.03

*MMSE-K: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

1. 서론

체간의 조 은 뇌졸  환자의 자세조  능력과 기능

 회복에 선행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요한 요소이다

[1]. 체간은 자세 반응 시 신체의 심역할을 하며, 일상

생활수행에 필요한 균형능력에도 향을 미친다[2]. 뇌졸

 환자들은 선택 인 움직임 조 , 자세이상, 부 합한 

근 긴장도를 갖게 되고, 특히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편마

비를 갖게 되어 체간의 칭성과 근 부의 안정성을 비

정상 으로 만든다[3]. 이러한 비정상  자세는 비 칭  

정렬을 만들어 체간의 안정성에 향을 미쳐 자세 유지

와 보행에 어려움을 갖게 한다[4]. 특히, 많은 뇌졸  환

자들은 력으로부터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 에서 체간

조 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5]. 이러한 부 한 체간의 

능력은 고유수용성 감각에도 향을 미쳐 균형능력을 유

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갖게 한다[6]. 그 기 때문에 뇌졸

 환자의 재활과정에서 체간 능력의 향상이 강조되고 

있다[7]. 

뇌졸  환자의 체간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치료

법이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자세 정렬, 심  능력향상, 

균형감각, 반사능력, 근육 신경의 향상을 도와주는 동물

과 함께하는 승마치료(hippotherapy)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8,9]. 승마치료의 효과는 경직패턴을 감소시키고 신

체 정렬과 칭을 최 화 시킨다[9]. 한, 승마치료는 부

한 자세조 과 근 긴장도의 비정상, 고유수용성 감

각의 하를 갖는 뇌성마비, 척수손상, 뇌졸  환자와 같

은 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의 기능회복에 정 인 향

을 미치며 말의 보행양상은 인간의 기립능력과 균형능력

을 자극한다[6,8,10]. 하지만, 임상에서 용하기에는 승

마장의 제공과 많은 비용,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문가

들의 보  부족 등과 같은 여러 제한 을 갖는다.

이러한 제한 의 안으로 승마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용할 수 있는 기계  승마치료가 개발되었다[11]. 기계

 승마치료는 주기 이고 지속 인 움직임을 주어, 환

자가 바로 선 자세를 무의식 에 유지하려는 근육의 

반응을 통해 체간의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12]. 기

계  승마치료를 뇌성마비 환자에게 용하 을 때, 자

세 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며, 뇌졸  환자에게 

용한 결과 균형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되고 있다

[13,14]. 국내에서도 승마치료뿐만 아니라 승마치료기구

가 조산아로 태어난 뇌성마비아동들의 치료효과를 증가

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9]. 

최근 이러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뇌졸  환자

에게 기계  승마치료를 용하여 체간조  능력, 균형

능력이 임상에서 효과 으로 향상되는지에 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한, 체간조  능력이 상지와 하지의 

기능뿐만 아니라 보행능력과 균형능력에 한 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뇌졸  환자를 상으로한 

재활치료가 체간을 증진시키는 훈련보다도 사지의 기능

을 증진시키는데만 이 맞추어져 있다[7]. 이에 본 연

구의 목 은 뇌졸  환자에게 용한 기계  승마치료가 

환자의 체간조 , 균형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뇌졸  환자에 한 효율 인 치료법을 제시

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뇌졸  진단을 받은 라북도 익산시에 소

재한 W 학병원에 입원한 환자 15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기간은 2013년 3월 4일부터 5월 3일부터 까지

다. 연구 상자의 선정기 은 유병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연구자의 지시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자, 도

움을 받고 10m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를 상으로 하

다. 사지의 정형외과  질환이 있거나, 의사소통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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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자, 기립성 압과 심  질환이 있는 자는 훈련

을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에서 제외하 다. 연구

에 상자들에게 연구에 한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한 

후 자발 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만 상자로 선정하 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다음 <Table 1>와 같다.

2.2 측정 방법

2.2.1 체간조절 검사(Trunk control Test, TCT)

뇌졸  환자들의 체간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체간조  검사를 이용하 다. 본 검사는 

운 자세에서 양측으로 구르기, 운 자세에서 앉기, 앉

은 자세에서 균형 잡기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 당 0 에서 25 으로 총 100 으로 구성된다[15]. 

수가 높을수록 좋은 체간조  수행력을 갖는 것을 의

미한다.

2.2.2 뇌졸중 자세조절 검사(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PASS)

뇌졸  자세조  검사는 뇌졸  환자의 자세조  능

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평가가 간단하고 쉬워 임상에서 

사용하기 용이하다[16]. 총 12항목으로 구성되며 눕기, 앉

기, 서기의 기본자세를 평가한다. 0 에서 3 으로 수

를 주며, 총 은 36 으로 수가 높을수록 좋은 자세조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2.2.3 버그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

버그 균형 척도는 뇌졸  환자의 균형능력을 평가하

는 도구로,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0

에서 4 으로 평가하며, 총 은 56 으로 수가 높을수

록 균형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신뢰도를 갖

으며 이동, 선 자세,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기능을 측정하

는데 주로 사용된다[17].

2.2.4 일어나서 걷기 검사(Timed up and go test, 

TUG)

일어나서 걷기 검사는 상자의 균형능력과 이동능력

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상자는 의자에서 3m 떨어진 

장애물을 돌아 가능한 빠르고 안 하게 되돌아오는 시간

을 측정한다. 측정 동안 개인 인 보조도구의 사용은 허

용되었으며, 재 과 후의 조건은 동일하게 하 다. 측

정자 간 신뢰도는 r=.98, 측정자 내 신뢰도는 r=.99로 높

은 신뢰도를 갖는다[18]. 

2.3 연구절차 및 중재방법

본 연구의 상자에게 기계  승마치료(Household 

Horse Riding Fitness Equipment, Osaka, Japan)를 용

하 다. 실험 시작 에 연구 상자들에게 반 인 실

험의 내용에 해 설명하 으며, 실험군과 조군으로 

무작  배치하 다. 상자들을 무작 로 배치하기 하

여, 1 는 2가 기록되어있는 두 장의 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후 각 상자들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뽑도

록 하 다. 1이 써있는 카드를 뽑았을 경우 실험군으로, 

2가 써있는 카드를 뽑았을 경우 조군으로 배정하 다. 

기계  승마치료는 1일 1회 30분씩 주 5회 8주간 시행하

다. 기계  승마치료는 환자의 안 을 해 물리치료

사의 감독 하에 장비의 보자, 약하게, 강하게, 매우 강

하게, 허리, 엉덩이, 다리의 7개 모드 에 기본 인 체력

을 기르는 코스에 해당되는 “약하게”모드로 훈련을 시행

하 다. 속도범 는 5단계  세번째 강도인 3단계(분당 

60회)에서 시행하 다. 기계  승마치료는 기기가 정지

한 상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한 후 

시트의 가운데에 탑승하여 수행하 다. 치료사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하여 턱을 당기고 시선은 의식 으로 

앞을 보며 가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환자에게 지

시하며, 엉덩이는 시트의 앙에 치하도록 하고, 엄지

발가락 아래의 발바닥 부분을 발걸이에 치시켰다. 가

슴을 펴고 등은 항상 곧게 유지하며, 안쪽 허벅지로 시트

를 확실하게 고정하도록 한 후 재를 용하 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도우용 SPS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통

계처리 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기술통계

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로 표시하 다. 두 군에서 

기계  승마치료 , 후 시 별 체간조 , 균형능력의 군

간 차이를 비교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각 군에서 치료 , 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유의수 은 .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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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study

TCT Experimental group(n₁=7)c Control group(n₂=8)c t p

before
b

70.28±20.81
a

72.37±20.18 -.19 .847

after
b

98.14±4.91 90.25±6.01 2.75
*

.016

t -3.87* -2.76*

p .008 .028

PASS

before 20.71±2.13 20.87±2.58 -.13 .899

after 26.71±3.25 22.87±1.55 2.00
*

.002

t -6.14
*

-2.73
*

p .001 .029

BBS

before 24.42±8.63
a

23.5±7.15 .22 .823

after 43.71±4.95 31.12±5.48 4.63* .000

t -11.948
*

-3.19
*

p .000 .015

TUG t

before 42.65±4.14 42.43±2.58 .12 .902

after 25.97±1.49 39.22±2.33 -12.85
*

.000

t 9.57* 5.17*

p .000 .001
a
Mean(SD), 

*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group, 

b
Independent t-test, 

c
Paired t-test

TCT : Trunk control test, PASS :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BBS : Berg balance scale, 

TUG : Timed up and go test

3. 연구 결과

3.1 체간조절의 변화

3.1.1 체간조절 검사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체간조 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실험군은 훈련 의 체간조  수가 70.28±20.84

에서 훈련 후 98.14±4.91로 27.85±19.03 증가하여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p<.05). 조군에서도 훈련  72.37± 

20.18에서 훈련 후 90.25±6.01로 17.87±18.3 증가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p<.05). 훈련 , 후 집단 간 차이를 비교

한 결과 훈련 후 실험군의 체간조  수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3.1.2 뇌졸중 자세조절 검사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자세조 의 변화는 <Table 2>과 

같다. 실험군은 훈련 의 자세조  수가 20.71±2.13에

서 훈련 후 26.71±3.25로 6±4.04 증가하여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p<.05). 조군에서도 훈련  20.87±2.58에서 훈

련 후 22.87±1.55로 2±2.07 증가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

다(p<.05). 훈련 , 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훈련 

후 실험군의 자세조  수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3.2 균형능력의 변화

3.2.1 버그 균형 척도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균형능력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실험군은 훈련 의 수가 24.42±8.63에서 훈련 후 

43.71±4.95로 19.28±4.27 증가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p<.001). 조군에서도 훈련  23.5±7.15에서 훈련 후 

31.12±5.48로 7.62±6.75 증가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p<.05). 훈련 , 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훈련 후 

실험군의 낙상 험 수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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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일어나서 걷기 검사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동  균형능력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실험군은 훈련 의 걸린 시간이 42.65±4.14

에서 훈련 후 25.97±1.49로 16.68±4.61 감소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1). 조군에서도 훈련  42.43±2.58에

서 훈련 후 39.22±2.33로 3.21±1.75 감소하여 유의하게 향

상되었다(p<.05). 훈련 , 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

과 훈련 후 실험군의 보행속도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고 찰

뇌졸  환자에게서 체간은 고유수용성 감각과 균형능

력에 향을 미치는, 신체의 심역할을 하는 요한 부

이다[2,6]. 이에 본 연구는 뇌졸  환자들에게 기계  

승마치료를 용하여 체간조 , 균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계  승마치

료를 시행한 실험군이 시행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체

간조 , 균형능력의 모든 평가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승마치료는 재활승마에서 갖게 되는 장소, 비

용, 인력 등의 제한 의 안으로 승마치료와 유사한 효

과를 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12]. 기계  승마치료

는 지속 인 기계의 움직임을 통하여, 무의식 에 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려는 반응이 체간의 근육들을 활성화시

켜 효과 인 자세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13]. 한, 기계  승마치료는 일반 인 재활승마에서 발

생되는 낙상, 알 르기, 말에 의한 사고를 방하고 신체

인 기능향상에 이 맞추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에게 효과 으로 용할 수 있었

다[13,19].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체간조  능력, 균형

능력을 평가하기 해 체간조  검사, 뇌졸  자세조  

검사, 버그 균형 척도, 일어나서 걷기 검사를 실시하 다. 

연구에 사용된 평가도구들은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

으며, 임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어서 평가

가 용이하 다[20-22].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기계  승마치료가 뇌졸  환

자의 체간조 , 균형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험 , 후에 평가한 체간조 , 균형능력과 련

된 결과에서 기계  승마치료를 용한 실험군이 모두 

조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승마재활에서 보

고되고 있는 리드미컬하고 반복 인 말의 움직임이 체간

을 자극하는 것과 같이 기계  승마치료의 지속 인 3차

원의 움직임 패턴이 용되는 동안 력에 항하여 신

체를 바로 서려는 작용이 체간의 근육을 활성화 시키고 

자세조 기 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9,12]. 이러한 작

용들이 체간안정화와 련있는 근육군들을 강화시키고 

균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23]. 한, 기계  

승마치료를 용할 때 나타나는 자세동요가 동  균형과 

자세조 을 진하고 추신경계에 한 구심성 입력을 

변화시켰을 것이다[24]. 조성  등[9]은 뇌성마비 아동 30

명을 상으로 승마운동군, 승마기구군, 조군으로 무작

로 배정하여 각 운동을 8주간 실시한 결과 승마기구군

에서 표면근 도 상의 좌, 우 배곧은근, 좌, 우 척추세움

근, 좌, 우 볼기근의 근활성도에 유의한 향상을 가져왔다

고 보고하 고, 성윤희 등[25]은 뇌졸  환자 18명을 

상으로 선정하여 각각 9명씩 실험군과 조군으로 나

어 승마 시뮬 이션 훈련을 용한 결과, 실험군에서 체

간 근육, 체간 장애 척도, 버그 균형 척도, 체간 근 활성화

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결

과에서도 기존에 보고된 연구들과 같이 기계  승마치료

를 용한 실험군에서 체간과 련된 검사인 체간조  

검사, 뇌졸  자세조  검사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균형능력을 평가한 버그 균형척도와 일어나서 걷기 

검사에서도 유의한 향상을 보 는데, 이는 체간의 조

능력이 상지와 하지의 기능과 깊은 련이 있고, 이차

으로 균형능력과 보행능력의 후를 결정하는 요한 요

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6,27]. 본 연구에서 뇌졸  

환자에게 용한 기계  승마치료는 재활승마에서 갖게 

되는 장소, 비용, 인력 등의 제한 의 안으로 승마치료

와 유사한 효과를 용할 수 있으며, 뇌졸  환자의 후

를 결정하고 신체기능과 한 련이 있는 체간을 자

극하는 것이 가능하 다[7,11]. 이는 이지 못한 승

마재활의 안으로써 기계  승마치료가 신경계 손상 환

자의 체간조  능력뿐만 아니라 균형능력의 치료  안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제한

을 갖는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수가 많지 않았

기 때문에 체 뇌졸  환자에게 일반화 시키는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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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있었다. 둘째, 4주간의 치료만을 시행하 고 추

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인 효과를 단할 수 없었

다. 한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들이 임상 인 측정

들이여서 정략 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

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상자의 수를 늘리고 장기

인 평가를 하여 제한 을 보완한 기계  승마치료의 효

과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의 시행이 필요하다.

5. 결 론

체간은 뇌졸  환자의 기능과 한 련이 있고 

후에도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6,7]. 기계  승마

치료는 일반 인 재활승마에서 발생되는 낙상, 알 르기, 

말에 의한 사고를 방하고, 반복 인 움직임을 통하여 

무의식 에 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려는 반응이 체간의 

근육들을 활성화 시켜 효과 인 자세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12,19]. 기계  승마치료를 시행한 실험

군과 시행하지 않은 조군에서 체간조  능력과 균형능

력이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05), 모든 측정값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이러

한 결과는 뇌졸  환자에게 기계  승마치료가 체간 기

능, 균형에 정 인 효과를 보이며 임상에서 유용하게 

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 임상에서 용하

는데 어려움이 있는 재활승마의 안으로 용 가능할 

것이며 향후에는 뇌졸  환자를 상으로 기존에 제시되

는 치료법과 함께 기계  승마치료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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