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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승마가 지적장애 성인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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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들에게 재활승마 프로그램이 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에 
있다. 대상자는 지적 장애를 가진 16명의 성인이었다. 그들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2회, 60분으로 이루어진 재활승마 프로
그램에 참가하였다. 참가자의 적응 행동 수준은 사회성숙도 검사(Social Maturity Scale, SMS) 도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12주 전과 후에 측정되었다. 데이터는 SPSS를 사용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활승마 프로그램의 12
주 후에, 자조, 업무, 자기 규제 및 사회화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운동, 의사소통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재활승마는 자조, 업무, 자기 조절 및 사회화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재활승마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재활승마, 지적장애, 적응행동, 사회성숙도, 동물매개치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rapeutic horse riding on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terms of adaptive behavior. The subjects were 16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y participated in a therapeutic horse riding program of 60 minutes long, Twice a week for 12 weeks. The 
participants’ adaptive behavior level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12 weeks of program with Social Maturity 
Scale. The data was analyzed by paired t-test using the SPSS. After 12 weeks of therapeutic horse riding 
program, there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s on self-help, task, self-regulation &  socialization. However, 
locomotion, communication changes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rapeutic 
horse riding has a positive effect o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self-help, task, self-regulation &  
socializ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apeutic horse riding could be considered an effective method o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o improve adap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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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적장애란 발달 시기 동안에 시작되는, 개념 · 사회

· 실행 영역에서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 모두에 결함을

보이는 장애를 의미한다[1]. 이 중 지적능력이 저조하더

라도사회적응능력을갖추고있으면장애에대한탈낙

인화가가능하다는관점[2]에 따라지적장애인들의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최근에는이들의삶의질에대한관심이대두

되고 있는데, 성인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

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활동 수준

정도, 집단소속여부및지역사회활동을하는지의유무

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3], 가족 및 친구와

의상호작용빈도가높은경우에도삶의질수준이높은

것으로나타났다[4]. 즉, 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주변의

사회적 환경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대부분의지적장애인들은여전히비장애성인들이

누릴수있는여러기회나환경에접근하는것이제한된

다. 이는 사회성, 이동능력, 의사소통 및 자조활동 등 주

변 환경과 접촉하는 데에 요구되는 능력의 한계 때문으

로보인다. 따라서이러한적응능력을향상시킨다면, 삶

의 질도 함께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신체활동을 통해 축구, 에어로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 활동이 지적 장애인들의 적응

행동및삶의질향상에미치는효과가입증된바있다[5,

6]. 이와 더불어 동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치료적 효과를

얻고자하는동물보조치료법(animal assisted therapy)를

지적 장애인들에게 시행했을 때 사회·인지 기능이 향상

되었다는선행연구들을종합해볼때[7, 8], 신체 활동과

동물과의 교류가 동시에 요구되는 승마운동은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사회

적유능감, 의사소통능력, 학교생활적응력, 대인관계친

화력및자기관리능력이향상된것으로보고된바있으

며[9],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진행하였을 때에는 언

어, 사회화, 감각·인지인식및자기표현이향상한것으로

보고된바있다[10, 11]. 또한 지적장애가있는성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승마를 시행하였을 때, 자율성, 정신 인지

적영역및신경심리적영역이증진된것으로보고된바

있다[12].

일상생활에서의적응수준을측정하며, 일반적으로지

적장애판정시적응수준을측정하는도구로많이사용

되는 사회성숙도 검사(Social Maturity Scale, SMS)를

통해재활승마가지적장애인들의적응에미치는영향을

살펴본연구들에의하면, 승마프로그램이후지적장애인

들의사회성숙도검사의총점이상승하였다는연구가많

으며,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능력

등의 모든 영역에서 기능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13, 14, 15, 16]. 그러나기존의연구는아직발달과정

중에 있는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사회성숙도측정을통해재활승마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성인들의 일상생활 적응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재활승마 대상자

를성인으로확대하는데있어서재활승마현장의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Y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 및 지시 따르기에 대한 행

동 수행이 가능하며, 신체활동에 있어서는 대근육 활동

에장애가없는성인남성 6명, 여성 10명으로총 16명으

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앞서 연구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험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하였고, 자발적인 참여의사와 법적동의에 대하여 연구

대상자와 보호자의 서명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2 재활승마프로그램
본 연구는 지적장애 성인들의 특성에 맞게 재활승마

지도사와미국재활승마전문가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

of Therapeutic Horsemanship International) 인증 지도

자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의 회의를 통하여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 기저선 자료

(baseline data)를 얻기 위해 사회성숙도 검사(Social

Maturity Scale, SMS)를 시행하였다. 이후주 2회씩 총

24회 구성된재활승마프로그램을시행하였으며, 재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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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로그램 종료 후 위의 평가를 재실시하였다.

재활승마 프로그램은 Y시에 위치한 S승마장에서 60

분으로 구성된 1:3(지도사 1인, 대상자 3인) 그룹 프로그

램을 진행하였으며, 안전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대상자 1명당리더 1명과사이드워커 1∼2명의보

조자를활용하였다. 재활승마프로그램의구체적인내용

은 <Table 2>와같다. 재활승마프로그램에참여하기로

한 대상자들은 본인 및 보호자 중 1인에게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Gender

Age
(yr)

Severity
Height
(cm)

Weight
(kg)

S1 Male 29 Mild 161 56.4

S2 Male 35 Mild 165 60.3

S3 Male 27 Mild 173 70.6

S4 Male 35 Mild 163 48.0

S5 Male 22 Moderate 154 53.1

S6 Male 42 Moderate 153 59.6

S7 Female 39 Mild 155 57.5

S8 Female 31 Mild 159 54.0

S9 Female 38 Mild 149 45.2

S10 Female 28 Mild 156 55.4

S11 Female 25 Mild 159 57.5

S12 Female 28 Mild 165 54.5

S13 Female 40 Moderate 159 45.2

S14 Female 42 Moderate 159 55.4

S15 Female 31 Moderate 168 54.6

S16 Female 30 Moderate 159 48.9

<Table 3> Social Maturity Scale item(example)
Division

NO. of
items

Contents

Self Help 39

Includes washing and drying hair,
case of nails, proper selection of
clothing according to occasion and
weather.

Locomotion 10 Goes about hometown freely.

Occupation 22

Helps effectively at simple taskes
for which some continuous
responsibility is assumed; dusting;
arranging; cleaning; washing
dishes; making bed etc.

Communication 15 Write letters to get information.

Self Direction 14

Selects and purchases minor
articles of personal clothing with
regard for appropriateness, such
as ribbons, linen, shoes etc.

Socialization 17

Is an active member of
cooperative group, athletic team,
club, social or literary
organization.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적응행동 평가를 위해 사용된 Social

Maturity Scale (SMS)은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17]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것

[18]으로, 국내의 임상 장면에서 적응행동 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사회성숙도 검사지는 <Table 3>과

같이자조(Self Help), 이동(Locomotion), 작업(Occup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자기관리( Socialization) 및

<Table 2> Therapeutic Riding Program
Count

Interaction
(15 min)

Warm Up
(10 min)

Therapeutic Riding Program
(25 min)

Cool Down
(10 min)

1st

Change outfit and
Feeding Carrot &

Hey

Establish Close
Rapport with
Horses

Tack up a Horses
with a Instructor

Mounting & Warm Up

mounting & dismounting
Basic posture at the walk
Learning walk & halt aids

cool down
&

Dismounting

Grooming
& Feedback

2nd∼3rd
Learn to hold the reins and changing direction with

6∼10 corns at the walk

4th∼6th
2 point at the walk and Half seat using hands at

the trot

7th∼9th posting trot at the ring

10th∼13th sitting trot at the ring

14th∼15th posting/sitting trot at the half arena

16th∼21th
posting/sitting trot with change diagonal at the half

arena

22th∼24th
posting/sitting trot with Serpentine & Fiqure8 at

the half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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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Socialization)의 6항목을포함하는총 11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Table 4>의 기준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며, 각문항의점수를모두합하여총점을산출한다. 총

점은김승국과김옥기(1995)[18]가 제시한사회연령환산

표를통해사회연령(Social Age, SA)으로환산할수있다.

사회연령을태어나서지금까지헤아리는실제나이인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사회지수(Social Quotient, SQ)를 산출할 수 있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재활승마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

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

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05에서 검증하였다. 또한,

Cohen's d를 통해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산출하였으

며, 그기준은효과크기작은(0.2), 중간(0.5), 큼(0.8) 등으

로 구분하였다[19].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최종대상자 16명(남자 6명, 여자 10명)은 모두지적장

애로진단을받았으며, 평균나이는 32.63±6.23세였다. 평

균 신장은 159.81±6.02, 체중은 54.76±6.27이였다.

3.2 사회성숙도 검사
재활승마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 성인의 사회성숙도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에 대하여 사전·사후 평가 간 paired t-test를 실시하였

다. 25세가 지수비(quotient ratios) 계산의 최고 지수가

<Table 5> Means and SD’s, paired t-tests, and pre-post effect sizes for all variables
Division Mean SD N t p Cohen's d

Social
Age

pre 6.11 3.00
16 -5.777 .001*** 0.74

post 8.70 3.98

Social Quotient
pre 24.83 12.94

16 -5.727 .001*** 0.69
post 35.31 16.98

Self Help
pre 35.00 2.17

16 -4.919 .002** 1.5
post 37.75 1.46

Locomotion
pre 5.38 0.58

16 -1.426 .197 0.7
post 5.75 0.53

Occupation
pre 8.75 2.87

16 -6.789 .001*** 0.8
post 11.19 3.06

Communication
pre 7.31 2.17

16 .229 .825 -0.1
post 7.13 3.06

Self Direction
pre 1.94 3.13

16 -3.989 .005** 0.4
post 3.19 3.27

Socialization
pre 5.69 2.71

16 -9.391 .001*** 1.0
post 8.31 2.49

Total score
pre 64.06 12.37

16 -9.693 .001*** 0.8
post 73.31 11.50

** : p<.01, *** : p<.001

<Table 4> Scoring for the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 Profile
Sign credit Profile

+ 1 items are those tasks the client does perform regularly

+No 1
items are those tasks the client does not perform but could perform regularly if presented with the
occasion

± 0.5 items are those tasks which the client is developing and are sometimes performed correctly

- 0 items are those tasks the client cannot and does not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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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김승국과 김옥기(1995)[18]에 따라, 25세 이상의

경우 사회지수 환산 시 생활연령을 25세 기준으로 환산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연령(t=-5.777, p=.001)과 사회지수

(t=-5.727, p=.001)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회성숙도검사하위요인인중의사소통능력

(t=.229, p=.825)을 제외한이동능력(t=-1.426, p=.197), 자

기조절능력(t=-4.919, p=.002), 작업능력(t=-6.789,

p=.001), 자기관리능력(t=-3.989, p=.005), 사회화 능력

(t=-9.391, p=.001)에서 사전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 중 이동능력만이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

지않았는데, 이동능력(ES=0.70)의 효과크기에서는중간

(0.5)이상의 재활승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숙도검사총점(t=-9.693 p=.001)에서사전보다유

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4. 논의
지적장애인성인의재활승마프로그램을통하여사회

성숙도 변화를 검증한 결과 재활승마 프로그램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사회성숙도 총점 전체와 하위 요인인

자기조절능력, 작업능력, 자기관리능력, 사회화능력에서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아, 청소

년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승마프로그램을 실시한 선

행연구의 결과[13, 14, 15, 16]들과 일치하였다.

이는말과같이자신보다크고힘있는동물을다루면

서자신감및자존감이증진되고성취감및만족감을경

험[20]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동기가 증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말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

고적절한소통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말의행동을통

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승마의 특성[21, 22]과 관

련하여, 다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연습을 통해 대인관

계 기술도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재활승마

프로그램 시 말에 기승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기승을 위

해장안하는과정과장비를세팅하는과정및장비를해

제하는 과정, 말을 손질(grooming)하는 과정 등 여러 활

동을 대상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

신의위생상태를관리하고일상생활에서요구되는기본

적인활동을스스로할수있는자기관리능력이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효과 크기가 큼에 근접한 중간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 이에, 승마운동을통해보호자없이스스로

이동할수있는능력이어느정도향상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참여자들이승마운동이전에도걷기나계단오르

내리기와같이기본적인운동능력이요구되는수준의이

동능력은갖추고있었기때문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

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성숙도 검사로 평가된

참여자들의 사전 이동능력 점수 평균이 5.38점이었는데,

6점이상에해당하는문항들은 ‘가까운이웃집에혼자놀

러다닌다’, ‘좀 멀더라도 가본 일이 있는 곳은 혼자 또는

친구와같이갔다온다’ 등과같이운동능력뿐만아니라

장소 지남력, 공간 구성능력 및 이동 시 안전 규칙에 대

한 습득 등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문항으로 이루어

져있다. 따라서재활승마프로그램만으로이동능력이향

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소통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일치하지않는바인데[10,

11],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와 관련이 많아 보

인다. 사회성숙도검사의의사소통능력에해당하는문항

은 초반에는 지시 따르기나 이름대기, 자신의 경험에 대

해 이야기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그 이후에는

‘12개 이상의 쉬운 낱말을 연필로 정확하게 쓴다’, ‘간단

한읽을거리를찾아읽는다’와같이읽기및쓰기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재활승마프로그램을통해의사소통능

력중말하기와타인의말에귀기울이기등의영역은향

상될수있으나, 읽기및쓰기능력향상은기대할수없

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 수가

적어프로그램의효과를일반화시키는데에한계가있다.

또한 통제 집단 및 비교집단이 부재하여 재활승마 프로

그램의효과를명확히하는데에한계가있다. 따라서추

후의연구에서는별다른프로그램을하지않거나기존에

지적 장애인들의 적응행동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을 비교한다면, 재

활승마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혹은재활승마프로그램및다른지적장애인의적

응행동향상에효과적인프로그램간의공통된치료요인

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활승마가 지적장애 성인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66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Dec; 15(12): 661-667

둘째, 본연구에서사용한검사도구의한계이다. 본연

구에서는지적장애인들의적응기능을살펴보기위하여,

사회성숙도검사(Social Maturity Scale, SMS)를 사용하

였다.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에서지적장애판정시지능검사와함께요구되

는검사로지적장애인들의적응기능을가장잘나타내

는검사로알려져있다. 그러나위에서언급되었듯, 이동

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의 일부 문항들은 재활승마 프로

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지적 장애인들의 적응 기능을 더욱 다각도

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재활승마 프로그램의

효과를평가한다면, 재활승마프로그램이지적장애인들

의 적응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본연구는지적장애성인 16명을대상으로 12주 동안,

주 2회, 회당 60분의재활승마프로그램을실시하고사전

과 사후에 사회성숙도 검사(Social Maturity Scale,

SMS)를 실시하였다. 앞서선행연구들과비교논의한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재활승마는자조, 작업, 자기관리및사회화에서지적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적

응력을향상시키기위해지적장애가있는성인에게재활

승마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차후연구에서는대상자수를증가하고비교군을선정

하며사전, 중간, 사후측정을통해시계열변화를관찰하

면보다명확한재활승마의효과를분석할수있을것으

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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