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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find the effect of horseback riding simulation training on the thickness 

of abdominal muscles and functional balance in children with down syndrome.

Methods : This study included 10 children with down syndrome aged between 7 and 13 years. Both groups received regular neu-

rodevelopmental treatment, also experimental group was performed for additional 15 minutes horseback riding simulation training 

for twice a week during 8 weeks. We measured the thickness of abdominal muscles by using ultrasonography and measured of func-

tional balance by using Pediatric Berg’s Balance for the subjects agreed to the before, after 4 weeks and 8 weeks the training. 

Results :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hickness of the internal oblique and external oblique muscl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ransverse abdominis thickness and functional balance that experimental group had increased average than 

control group after 4 weeks and 8 weeks training

Conclusion : Horseback riding simulation train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ransverse abdominis muscle thick-

ness and functional balance in children with down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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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운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약 80 % 정도가 지능

지수 50~70 범위에 있고(Carmeli 등, 2002) 관절의 과도

한 이완, 낮은 긴장도 및 근력 약화로 인해 운동발달 지

연이 발생한다(Hayes & Batshaw, 1993). 특히, 또래 비장

애 아동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

기술 습득이나 인지영역에서 현저한 발달장애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Volman 등, 2007) 양적 및 질적 움직임 양상

에서도 특이한 임상적 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Newberger, 2000; Palisano 등, 2001). 이처럼 다운증후군 

아동의 운동 및 지적발달 장애는 옷 입기, 화장실 사용, 

금전관리, 의사소통, 글쓰기와 읽기 등 가정 및 학교에서 

필요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수행기술을 지연시키고, 사

회적 또는 정서적 측면에서 부적응으로 정상 사회인으

로 성장하는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운증후군과 같은 지적장애 아동의 시지각, 감각, 움

직임 속도와 민첩성 그리고 균형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또래 정상아동 보다 발달지연이 심한 운동능

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Taylor 등, 

2005). 따라서 다운증후군처럼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다른 분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신체 활동 및 운동

을 통해서 정상 성장과 발달의 촉진, 기능회복을 통한 

포괄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승마치료는 말의 입체적 움직임을 통해 대상자에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력과 균형 능력을 획득

시킬 수 있는 통합된 운동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Lee & 

Yun, 2017). 즉, 사람이 걸을 때 나타나는 골반의 움직임 

양상과 유사한 말의 걸음이 승마치료 시 몸통의 위/아래, 

왼쪽/오른쪽 그리고 돌림을 유발하므로 자세와 균형 그

리고 보행에서 치료적 효과가 나타난다(Heine, 1997). 머

리와 몸통의 항중력적 조절과 신체 균형반응이 향상되

고, 근력, 민첩성, 체중지지, 협응력 등 신체적 능력이 향

상된다(Liptak, 2005). 또한, 말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공간감각, 감각통합, 과제 순서와 위치 구별, 운동순서 

계획 등의 인지적 학습효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Jung 등, 2010).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승마와 승마기구 프로그램

을 포함한 치료적인 중재 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대동작 운동기능(Kim 등, 

2005; Sterba 등, 2002; Winchester 등, 2002), 정적 및 동적

균형(Han 등, 2004; Lee 등, 2014; Shurtleff 등, 2009), 일

상생활동작(Casady와 Nichols-Larsen, 2004; Moraes 등, 

2016; Park 등, 2011)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결과

에서도 근육 및 지방과 같은 신체구성과 평형기능(Park, 

2005), 강직성과 균형능력(Giagazoglou 등, 2012)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10~18세 지적장애 청소년 

7명에게 6주간 승마치료를 적용한 단일사례 연구에서는 

배가로근 두께와 일상생활동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났다고 하였다(Lee & Yun, 2017). 

이처럼 다운증후군과 같은 지적발달 장애아동에 대한 

승마치료는 대칭적인 근육발달과 체중부하 획득을 통해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Bertoti, 1988). 즉, 승마치료

는 말의 움직임과 함께 정상 사용되지 않는 근육을 활성

화 시키고, 신경자극을 촉진하는 전신운동이므로 혈액 

순환과 기능 회복을 향상시키므로(Lee와 Yun, 2017) 운

동 및 지적발달 장애 아동에게 매우 적합한 중재방법이

다(Samsung RD Center, 2002). 

이와 같이 승마치료가 장애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기

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대중화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Kang & Song, 2010). 더욱이 장애아동이 재활승마

를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Kim 등, 

2005) 재활승마 전문치료사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비용

이 경제적인 부담이므로 대중화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Kang & Song, 2010).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말의 움직

임과 유사한 실내 승마운동기구의 대중화로 일반가정에

서도 건강 증진 및 체중관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

로 장애아동에게도 승마시뮬레이션 운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특정 근육 약화와 낮은 긴장으로 자세 조절과 

균형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다운증후군 아동을 대상으

로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이 효율적인 중재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이 다운증후군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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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향후 소아청소년 물리치료사가 

운동 및 지적발달 장애아동의 근력과 균형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효과적이고, 신

뢰할 수 있는 임상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 아동에게 승마시뮬레이션 훈련

을 적용했을 대 배근육 두께와 기능적 균형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사집단비교(Quasi-group compar-

ison) 연구설계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세부적인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재활의

학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아동, 둘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만 7~12 이하의 지적

장애 아동, 셋째, 대동작기능 중에서 독립적인 서기가 가

능한 아동,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지시에 대한 과제 수행

과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을 선정하였다. 단, 불

안정한 발작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아

동은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에 기술하였다.

Frequency, Mean±SD

Experimental (n=5) Control (n=5) Total (n=10)

Gender (n) Male 2(20 %) 3(30 %) 5(50 %)

Female 3(30 %) 2(20 %) 5(50 %)

Age (years) 10.00±1.58 9.80±0.45 9.90±1.10

Height (cm) 128.54±7.14 126.34±2.95 127.44±5.78

Body weight (kg) 30.30±3.93 30.00±4.18 30.15±3.83

Table 1. General characters of subjects

 

2. 실험절차 및 방법

본 실험에 앞서 실험기준에 적합한 다운증후군 아동

과 법적 대리인(보호자)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실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본 연구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대상자인 다운증후군 아동 10명 중에서 훈련 전

과 후의 측정도구 평가의 참여만 가능한 경우는 대조군

에 배분하고, 16회기 동안 진행되는 승마시뮬레이션 훈

련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험군으로 배분하였다. 

대조군은 신경발달치료만 적용하였고, 실험군에는 신경

발달치료에 추가적으로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주 2회, 

회기당 15분, 총 16회기를 8주 동안 적용하였다.

승마시뮬레이터 훈련 시 실험군의 다운증후군 아동에

게 적용한 중재도구는 승마운동기구는 UGALLOP(OSIM, 

OS-8600, Korea)를 사용하였다(Fig 1). 본 중재도구는 크

기(폭×높이×깊이)가 80×70×37 cm, 무게 29 kg의 전동식 

승마운동기구로 두 가지 내장 프로그램이 있으며 6단계 

속도조절이 가능하다.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은  다운증후

군 아동의 신체적 및 정서적 특징을 고려하고, 뇌성마비 

아동에게 본 훈련장비를 적용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해

서(Kim, 2012) 준비운동(5분) 30회전/min, 본 운동(12분) 

50회전/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먼저, 다운증후군 아

동을 승마시뮬레이터 안장에 앉히고, 정면 어깨높이에 

있는 손잡이를 살짝 잡도록 하였다. 승마시뮬레이터 훈

련 동안에 다운증후군 아동이 손잡이에 기대지 않고, 배

근육과 등근육의 동시수축을 통해 몸통을 바르게 유지

하며 궁둥뼈 결절에 체중을 부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

다. 또한,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은 신경발달치료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의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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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 보조원이 감독과 보조를 하

였다.

Fig 1. Horseback riding simulator

3. 측정도구 및 방법

1) 배근육 두께

다운증후군 아동의 배근육 두께는 진단용 초음파 영

상장치(Aloka SSD-3500X, Aloka Co. Ltd, Japan)를 사용

해 측정하였다. 초음파 영상은 고해상도 B-모드 스캔을 

적용해 근육 전용인 10 MHz 직선 탐촉자로 배가로근, 

배속빗근과 배바깥빗근 세 가지 근육을 측정하였다. 먼

저, 연구 대상자를 치료용 침대에 팔을 접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눕도록 하였다. 측정자의 초음파 영상을 통한 

시진과 해부학적 지식에 따른 촉진으로 측정부위 중앙

에 초음파 겔을 도포한 탐촉자를 위치시켰다. 모든 배근

육 발 떼기 반응(standing hopping reaction II)을 시도했을 

때 양성반응(positive reaction)이 나타나는 우세다리 쪽의 

배 부위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

깥빗근은 측정하는 몸통부위 가쪽의 겨드랑이선을 중심

으로 12번째 갈비뼈와 엉덩뼈능선 중간부위에서 앞쪽으

로 2.5 cm 지점에서 측정하였다(McMeeken 등, 2004; 

Teyhen 등, 2009). 배근육 두께는 측정자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측정결과를 위해 측정방법을 숙지한 

1명이 실시하였으며 모든 배근육의 두께는 3회씩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Ishida 등, 2014).  

2) 기능적 균형

다운증후군 아동의 기능적 균형은 뇌병변 질환이나 

발달지연으로 인해 경증에서 중등도 운동장애를 가진 

아동의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아동용 균형척도

(Pediatric Berg’s Balance; PBS)를 사용하였다(Bartlett & 

Birmingham, 2003). 이 도구는 전문화된 장비 없이도 학

교나 임상현장의 도구를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균형을 20분 이내에 평가할 수 있다(Franjoine 등, 

2010). 또한, 특별히 명시된 연령범위가 없고, 앉기, 서

기, 자세변환 3가지 영역에서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다. 각 항목별 독립적인 수행수준에 따라 5점 척도(0

점~4점)로 채점하고, 한 문항을 3회 반복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선택한 후 총점을 산출한다. 아동용 균형척도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능

력이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용 균형척도를 적용했을 때 측정자내 신뢰도 0.99, 

측정자간 신뢰도 0.99로 보고되었으며 신뢰도가 높은 표

준화된 평가도구이다(Franjoine 등, 2003).

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는 SPSS 25.0 for win-

dows(IBM Corp, USA)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05로 하였다. 샤피로 윌크

(Shapiro-Wilk) 검증을 통해 측정변수의 정규성 가정을 

확인한 후 비모수적 방법을 시행하였다.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한 실험군과 대조군 집단 내의 시간경과에 

따른 배근육 두께와 기능적 균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하여 프리드만 검정(Friedman test)을 실시하였고, 두 집

단 간의 훈련 4주 후와 훈련 8주 후의 측정결과 변화량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test)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배근육 두께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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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전과 훈련 4주후 그리고 훈련 8주후에 배근육 두께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두 집단 모두 배근육 두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두 집단 간의 훈련 4주후와 8주후의 배근육 두

께의 변화량은 Table 3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배속빗근과 배바깥빗근 두께는 훈련 전에서 훈련 4주 

후, 훈련 4주 후에서 훈련 8주 후, 훈련 전에서 훈련 8주 

후 모두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하

지만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배가로근 두께는 훈련 전

에서 훈련 4주 후, 훈련 전에서 훈련 8주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훈련 4주 후에서 훈련 8주 후에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Muscles Group
Mean±SD

X2 p
Pre-training Post-4weeks Post-8weeks

IO Experimental 3.87±0.60 3.88±0.60 3.90±0.62 9.579 0.008*

Control 4.06±0.13 4.07±0.13 4.08±0.13 9.579 0.008*

EO Experimental 7.88±0.50 7.88±0.50 7.90±0.50 9.333 0.009*

Control 7.94±0.45 7.94±0.46 7.95±0.46 9.500 0.009*

TrA Experimental 2.04±0.15 2.05±0.14 2.14±0.15 9.579 0.008*

Control 2.03±0.10 2.03±0.11 2.06±0.13 7.600 0.022*

IO; Internal Oblique, EO; External Oblique, TrA; Transverse Abdominis, * p<0.05, unit : mm

Table 2. Within group changes of abdominal muscle thickness during training period

Muscles Period
Mean±SD

Z p
Experimental Control

IO

Pre-training~Post-4 weeks 0.01±0.01 0.01±0.00 -0.600 0.549

Post-4 weeks~Post-8 weeks 0.02±0.01 0.01±0.01 -0.446 0.656

Pre-training~Post-8 weeks 0.03±0.01 0.02±0.01 -1.844 0.065

EO

Pre-training~Post-4 weeks 0.01±0.01 0.11±0.01 -0.600 0.549

Post-4 weeks~Post-8 weeks 0.02±0.01 0.01±0.01 -0.446 0.656

Pre-training~Post-8 weeks 0.02±0.01 0.02±0.01 -0.775 0.439

TrA

Pre-training~Post-4 weeks 0.01±0.01 0.01±0.01 -0.224 0.822

Post-4 weeks~Post-8 weeks 0.08±0.05 0.02±0.02 -2.015 0.044*

Pre-training~Post-8 weeks 0.09±0.05 0.03±0.06 -1.687 0.092

Table 3. Between group comparison of Pediatric Balance Scale scores during training period

2. 기능적 균형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훈

련 전과 훈련 4주 후 그리고 훈련 8주 후에 아동용 균형

척도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두 집단 모두 훈련 전에 

비해 훈련 4주 후와 8주 후에 아동용 균형척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두 집단 간의 훈련 4주 후와 8주 후의 아동용 

균형척도의 변화량은 Table 5와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아동용 균형척도 점수는 훈련 전에서 훈련 4주 

후, 훈련 전에서 훈련 8주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

만 훈련 4주 후에서 훈련 8주 후에는 두 집단 간의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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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ean±SD

X2 p
Pre-training Post-4 weeks Post-8 weeks

Experimental 29.00±8.09 30.80±7.66 35.00±7.31 10.00 0.007*

Control 31.60±11.59 33.80±10.83 36.20±10.57 9.333 0.007*

* p<0.05, unit : point

Table 4. Within group changes of Pediatric Balance Scale scores during training period

Period
Mean±SD

Z p
Experimental Control

Pre-training~Post-4 weeks 1.80±0.84 2.20±1.31 -0.438 0.661

Post-4 weeks~Post-8 weeks 4.20±1.10 2.40±1.14 -2.061 0.039*

Pre-training~Post-8 weeks 6.00±1.87 4.60±2.41 -1.061 0.289
* p<0.05, unit : point

Table 5. Between group comparison of Pediatric Balance Scale scores during training period

Ⅳ.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다운증후군 

아동에게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8주간 적용했을 때 배

근육 두께와 기능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선행 연구 중에서 본 연구 대상자처럼 지적장애 아동의 

승마치료 효과를 검증한 경우는 매우 부족하므로 정확

한 비교는 한계가 있겠지만 주로 중재방법과 측정결과

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해서 비교하였다.

승마치료는 관절 움직임, 균형 및 시공간상의 협응

력을 향상시키고, 약화된 신체기능과 보행능력을 회복

시킬 수 있는 전신 운동에 해당된다(Miller & Ingram, 

2000). 노인을 대상으로 승마기구 운동을 20분씩, 주 5

회, 총 8주간 진행한 결과 몸통근 근활성도와 정적 및 

동적균형에서 유의한 개선이 있다고 하였다(Kim, 

2011). Benda 등(2003)의 연구에서도 4~12세 경직형 뇌

성마비 아동에게 승마치료를 실시했을 때 몸통근 근활

성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는 주기적으

로 변하는 말의 신체적 위치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상

자도 몸통이 일치하도록 관절이나 근육을 움직여야 하

므로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McGibbon 등, 1998). 또한, 이른둥이로 태어난 평균 

5.7세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을 세 집단으로 무작위 배

분한 후 8주간 승마 프로그램을 적용한 Cho 등(2012)

의 연구에서도 대조군 보다 승마운동군과 승마기구운

동군의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척추세움근, 볼기근의 

근활성도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지만 승마운동군과 승

마기구운동군 사이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승마치료와 승마시뮬

레이터 장비 사이에 동물이나 환경 접촉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승마운동기구 장비도 

말의 움직임 양상과 유사한 물리적 자극을 제공하기 

때문에 승마치료와 마찬가지로 배근육과 몸통근육의 

근활성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Herrero 등, 

2012; Kuczyński & Słonka, 1999; Lee 등, 2014; Silva e 

Borges 등, 2011).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

로 다운증후군 아동에게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적용

했을 때 훈련 전 보다 훈련 4주 후와 8주 후에 배근육 

두께가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즉,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은 단순히 장비 위에 앉아있는 운동이 아니라 훈

련이 진행되는 15분 동안에 신체의 모든 근육과 감각

을 사용하는 전신운동이므로 허리를 곧게 편 바른 자

세를 유지하는 동안에 다운증후군 아동이 일상생활에

서 잘 쓰지 않던 배 근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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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몸통 근육의 활성화는 허리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

수적인 요소이며 골반과 다리 움직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Hodge & Richardson, 1997). Hide 등(1996)

은 몸통 안정성과 자세조절에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그리고 배가로근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배가로

근의 경우 가장 빠른 수축이 일어나는 근육이라고 하

였다. 본 연구 대상자와 유사한 지적장애 아동 7명을 

대상으로 주 2회, 30분씩, 6주간 승마치료를 실시한 

Lee와 Yun(2017)의 단일사례연구에 따르면 배근육 중

에서 배속빗근과 배바깥빗근 두께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지만 배가로근 두께와 일상생활동작은 기초선 단계

보다 치료 6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배속빗근과 배

바깥빗근 두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배가로근 두

께는 훈련 4주 후에서 훈련 8주 후에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 앞/뒤, 왼쪽/오른쪽 삼차원 방향으로 

움직이는 몸통 흔들림에 대항하여 올바른 자세유지를 

위해 배가로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장비를 이용한 승마치료는 몸통 움직

임이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근육 반응을 자극하

고, 중력에 대항하는 자세를 유지하려는 반복적인 3차

원의 움직임 형태를 통해 몸통 근육의 동시수축을 촉

진시킬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Shinomiya 등, 2001).

 승마치료는 말을 타는 사람에게 말이 걷는 동안의 

움직임 효과가 운동자극(locomotor impulse)으로 전달되

고, 30분의 승마치료 시간 동안에 대상자는 약 2700번

에서 3300번의 자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이다

(Janura 등, 2009). Kim과 Lee(2015)는 뇌졸중 환자를 

두 집단으로 무작위 배분한 후 실험군에만 승마치료를 

30분씩, 주 4회, 6주간 적용한 결과 대조군 보다 기능

적 균형(BBS), 보행능력(10 m 걷기 검사) 그리고 일상

생활동작(MBI)에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다. 뇌졸중 

환자에게 기계적 승마치료를 실시한 Sung 등(2012)의 

연구에서도 근육 활성화와 균형능력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고,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승마치료를 적용한 

Silkwood-Sherer 등(2012)의 연구에서도 균형능력 향상

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다운증후

군 아동을 대상으로 8주간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실

시했을 때 훈련 전에 비해 훈련 4주 후와 8주 후에 아

동용 균형척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승마시뮬레이터 훈련 시 장비

의 움직임에 따라 안장 위에 앉아 있는 아동의 골반에 

전달되는 감각정보가 골반과 몸통의 운동반응을 촉진

하므로 효율적인 신체 움직임 경험을 통해 몸통근육의 

안정화 및 균형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승마치료와 마찬

가지로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하면 골반, 배 부

위 그리고 허리의 근력강화가 촉진되고, 이에 따른 몸

통 균형과 자세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Herrero 

등, 2010; Silva e Borges 등, 2011).

경직형 양마비 아동의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마치료를 12주간 적용한 Shurtleff 등(2009)의 연구에

서도 머리와 몸통의 동적인 안정성과 기능적인 과제수

행을 위한 뻗기에 유의한 개선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30분씩, 주 2회 승마치료를 

실시한 Morse 등(2016)의 연구에서도 중재 24회기 후

에 앉은자세 균형, 기능적 균형 그리고 일상생활의 독

립적 수행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승마치료는 말 

안장 위에서 리듬감 있고,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촉진

되는 동요반응에 적응하기 위해 대상자가 몸을 지속적

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균형반응이 증가될 수 있다

(Casady & Nichols-Larsen, 2004; Herrero 등, 2010; 

Sterba, 2007). 즉, 말의 움직임에 따라 중력 중심점이 

이마면/시상면/가로면으로 이동하고, 말의 등으로부터 

받는 힘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동을 지속하므로 바로서

기 반응과 균형능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Janura 

등, 2009; Lee 등, 2014; Silkwood-Sherer 등, 2012; 

Snider 등, 2007). 본 연구에서도 다운증후군 아동에게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주 2회, 16회기 실시했을 때 

기능적인 균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자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결과는 실제 말을 이용한 승마치료

와 마찬가지로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은 장비의 리듬감 

있는 움직임에 따라서 아동의 골반을 앞쪽 및 뒤쪽으

로 기울이는 자극을 유도해 몸통 안정성을 향상시키

고, 속도와 움직임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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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또는 능동보조의 형태로 균형과 자세조절이라는 동

적인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습득되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와 동일한 중재도구인 승마시뮬레이터를 뇌

성마비 아동에게 적용한 단일눈가림 무작위 대조군 연

구에서도 12주 후에 앉은자세 균형이 향상될 뿐만 아

니라 추적검사 기간까지도 유지되었다고 하였다

(Herrero 등, 2012). 이처럼 연구대상자의 연령대와 병

리학적 기전은 본 연구와 다르지만 뇌성마비와 같은 

뇌병변 손상 아동에게 승마치료를 적용하면 자세 변화

에도 몸통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자세 균

형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직형 

양마비, 팔다리마비, 편마비 등 경직형이지만 다양한 

운동장애 형태가 포함된 뇌성마비 아동에게 18회기 이

상 레크리에이션 승마치료를 적용한 Sterba 등(2002)의 

연구에서는 걷기, 달리기 및 점프하기 영역과 전체 대

동작기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앉기 영역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

는 뇌성마비 아동이라도 Sterba 등(2002)은 연구대상자

가 다양한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질환의 심각성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Shumway-Cook과 Woollacott(2017)는 환경 변화에 따

른 자세전략과 균형의 능동적인 연습은 자동 자세반

응, 선행반응 및 자세제어 되먹임을 촉진 할 수 있다. 

감각 미리먹임이라는 선행자세 조정은 자세 균형능력

에 필수적이며 작업 및 환경에 대한 연습과 경험에 의

존한다. 따라서 승마치료는 삼차원으로 자극하는 말 

안장 위에서 지속적으로 반응하므로 이러한 적응형 행

동과 운동전략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중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와 유사한 10.0세 지적장애 아

동을 재활승마군, 승마기구운동군, 대조군 세 집단으로 

나누어 8주간 실험한 Lee와 Kang(2014)의 연구에 따르

면 대조군 보다 승마기구운동군과 재활승마군에서 사

회성뿐만 아니라 보행 및 균형능력, 위팔기능에도 긍

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Jeon(2010)은 초등

부 고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아동에게 8주간 재활

승마를 적용했을 때 근육량, 정적 및 동적 균형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자폐성 아동에게 승마운동을 적

용한 Kim 등(2012)의 연구에서도 8주 16회기 이후에 

정적 균형능력과 일상생활 기능적 독립수준에서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만 7~12세 이하의 다운증후군 아동

을 대상으로 주 2회, 8주간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실

시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기능적 균형이 향상되었으며 

훈련 4주 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훈련 8주 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은 

자세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저면의 변화와 수직적 

움직임을 위한 중력중심의 이동을 촉진하므로 몸통 움

직임 조절의 증가는 균형 및 과제수행 능력도 향상시

킬 수 있다. 이처럼 지적장애 아동에게 승마치료의 적

용은 신경근육과 고유수용성감각의 촉진을 통해 감각

운동 자극을 유도할 수 있고, 8주 동안에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한 시각, 안뜰 및 고유수용성감각을 활성화시

키므로 신체정렬, 체중이동 및 중력중심점에 대한 통

합의 결과로 작업수행 능력이 증가되었다고 생각된다

(Janura 등, 2009; Sterba, 2007).

이상으로 다운증후군과 같은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

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한 승마시뮬레이션 훈련

은 배근육 중 배가로근 두께와 기능적 균형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고, 지적장애 

아동 중에서 다운증후군 아동만 한정해서 적용하였으

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신경발달치료와 주 2회 승마시뮬레이션 훈련 이외의 

치료나 일상생활 중에서 신체적 활동을 통제하지 못하

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추신경계 질환 및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다방면의 연

구를 통해 장애아동의 운동성과 균형, 보행능력 및 일

상생활동작 향상을 위한 승마치료 및 승마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다운증후군 아동을 대

상으로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이 배근육 두께와 기능적 

균형에 미치는 변화를 유사집단비교 설계로 알아보았다. 

다운증후군 아동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분한 후 두 

집단 모두에게 신경발달치료를 적용하고, 실험군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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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주 2회, 1회 15분씩, 8주간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적용하였다.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한 실험군과 대

조군 사이의 배가로근 근육두께와 아동용 균형척도 점

수가 훈련 4주 후에서 훈련 8주 후에는 두 집단 간의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은 다운증후군 아동의 

배가로근 두께와 기능적 균형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임상에서 운동 및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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