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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vidence that therapeutic horseback riding can improve balance, muscle, ADL, equivalenc, 
GMFM, gait, emoti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neural patients. 
Methods: To conduct meta-analysis, the search focused on studies that employed therapeutic horseback riding for developmental dis-
abilities and neural patients for which eight databases (KIS, RISS, DBpia, National Assembly Library, Pubmed, Embase, Google scholar and 
Cochrane Library) were used to extract literature published from 2002 to September 2019. The data were analyzed the RevMan 3.5.3 
program.
Results: As a result of meta-analysis, therapeutic horseback riding total effect size is 0.552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neural patients. And effect size result of according to assessment type variable first, balance effect size is 0.594. Second, muscle ac-
tivities effect size is 0.425. Third, ADL effect size is 0.430. Fourth, equivalance effect size is 0.640. Fifth, GMFM effect size is 0.482. Sixth, 
gait effect size is 0.400 and seventh emotion effect size is 0.876.
Conclusion: These findings is horseback riding is effective The effect size by outcome was observed to be the effective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neural patients. and also the horseback riding provided the positive effects of balance, muscle activities, 
ADL, equivalance, GMFM, gait, emotion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neural patient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treatment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neural patients therapeutic horse-
back riding and the development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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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승마운동은 오래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효과가 탁월한 전신운동으

로 알려져 있다. 유일하게 동물과 함께하는 운동인 승마는 말이 주는 

움직임을 비롯하여 ‘말과 함께 함’으로 인해 정서적 도움을 많이 얻게 

되는 종목이다. 오늘날 다변화적인 사회상의 변화에 단순히 운동의 

개념을 넘어 치료의 영역까지 여러 연구와 그 결과물들이 입증되고 

있는 현실이다.1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승마(therapeutic horseback rid-

ing)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2 현재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등의 선진 

국가에서 전문적인 신체적 재활을 돕는데 이용되고 있다. 치료원리

는 사람이 말에 앉아있을 때 말의 움직임에 의해 분당 약 100회 이상

의 상하, 전후, 좌우의 3차원적인 신체적 움직임을 받게 되어 반사적

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사람의 신경 입력을 자극한다.3 또한 유산소

성 운동능력, 혈액 변인, 체질량 지수, 균형, 근력, 평형성, 신체 이동 능

력이 좋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1,4,5 또한 말의 움직임은 사람의 걸음

걸이와 유사하여 보행 시 골반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패턴과 유사

하며 기승자에게 전달되는 3차원적인 움직임(전후, 좌우, 상하)으로 

자신이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의 운동효과를 발생시킨다.6 신체적 효과

뿐 아니라 정서적 효과로는 말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정서적인 안정

을 취할 수 있으며, 우울감 완화와 사회성 향상과 행동적 결함 및 우

울증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7-9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이미 

현대인의 체력 증진으로 운동으로서의 승마운동 뿐만 아니라, 뇌성

마비,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등을 신경계환자, 근골격계환자, 염색체

질환인 다운증후군 이외에도 발달장애, 지적장애, 주의력결핍 과다

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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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활승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독립적인 신체의 이동 능력, 즉 보행 능력

과 균형 능력, 적절한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우선적

으로 필요한 능력들이다.10 재활승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선

행논문들에서 재활효과가 알려지면서 재활승마나 치료승마(hippo-

therapy)를 이용한 임상적 중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11-13 

본 연구에 선정된 문헌의 대상자는 재활승마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뇌성마비 아동이다. 뇌성마비는 뇌 발달에서 발생되는 

비진행성장애이며, 뇌성마비의 운동 장애, 감각, 인지, 의사소통, 지각

과 행동, 발작 등의 장애를 동반한다.17 재활승마가 뇌성마비의 장애

증상을 개선한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

다.11,18,19 또한,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 아동을 대상자로 한 

재활승마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발달장애는 정신지체나 

또는 뇌성마비, 간질, 자폐증 또는 일반적인 지적 손상을 가져오는 기

타 신경학적인 장애를 가지거나 또는 정신지체와 유사한 적응행동

을 포함하는 조건들이 관련이 있다.20 재활승마가 발달장애의 증상

을 개선한다는 연구 역시 국내외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다.21-23 그리고 

본 연구에는 이전의 재활승마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은 뇌졸중 환자들도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뇌졸중은 뇌의 허혈성 

또는 출혈성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함으로 운동장애, 지각 및 인

지장애, 감각장애, 시각장애 등의 장애를 동반하는 중추신경계 질환

이다.24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는 상지 근력 약화, 체간 및 팔다

리의 경직 및 근육 긴장도 이상 등이 손과 어깨 및 팔을 포함한 상지

의 운동조절에 영향을 주고,25 앉는 자세나 선 자세를 유지하는 균형

능력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26,27 삶의 질이 저하되면 결국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의 이행이 제한된다.28,29 따라서 말의 움직임이 사람의 

걸음걸이와 유사하여 보행 시 골반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패턴과 

유사하여 뇌졸중환자에 보행 개선효과가 좋다는 선행연구가 증가하

는 추세이다.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아동보다는 연구의 수가 다소 적

지만 재활승마가 뇌졸중의 증상을 개선한다는 연구 역시 국내외에

서 보고되고 있다.4,30 다운증후군에 대한 재활승마의 효과에 대한 연

구로는 Kwon 등31과 Danielle 등32의 보고가 있으나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들 연구의 부족 등의 이유로 메타분석의 대상이 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은 발달장애아동과 뇌성

마비 및 뇌졸중 환자에 관한 실험논문으로 한정한다.

재활승마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재활승마의 치료효과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고찰(systematic review)이 필요하다.14,15 국외에

서는 발달장애아동, 뇌성마비, 뇌졸중뿐만 아니라 다발성경화증, 다

운증후군을 대상으로 한 재활승마의 효과에 관한 근거를 포괄하는 

메타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16 하지만 국내에서는 메타연구를 기반

으로 재활승마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이

루어졌지만, 대상이 아동으로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뇌성마비 및 발

달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승마의 효과성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근거의 확

보와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메타연구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재활승마 연구가 보고한 광범위한 효과를 균형, 근력, 

일상생활동작, 평형성, 대동작기능평가, 보행, 정서를 효과의 범주로 

분류했다. 이상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 및 신경계환자

에 대한 재활승마의 효과에 관현 연구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재활승마가 발달장애 아동 및 신경계환자에

게 미치는 효과크기(effect size)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재활승마의 주

요 변인별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마지막으로 검증결과를 기반

으로 재활승마 효과에 대하여 연구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is (PRISMA)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다.33

1. 연구 설계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 및 신경계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승마치료

를 적용했을 때 평가방법에 따른 각각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PICO에서 연구 대상자(P: population or partici-

pants)는 발달장애아동과 신경계환자이며, 개입(치료) 방법(I: inter-

vention)은 재활승마 중재이며, 비교집단은(C: comparison)은 대상 중

재와 다른 중재 방법이며, 연구(개입) 결과(O: outcomes)는 균형, 근력, 

일상생활동작, 평형성, 대동작기능평가, 보행, 정서이며 연구 설계 유

형(S:  study design)은 사전-사후설계방식 실험 연구로 선정하였다.

2. 문헌 검색

문헌 검색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1일까지 연구된 논문들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 검색과 선정 전 과정은 PRISMA의 체계

적 문헌고찰 흐름도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15

국내의 문헌 검색은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RISS), 국

회도서관, DBpia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검색 주제어

는 ‘재활승마’, 치료적승마’ 사용하여 총 2,722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국외의 문헌검색은 총 3,503건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Pubmed, Embase, 

Google scholar, Cochrane library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

다. 검색 주제어는 Pubmed의 MeSH 용어(Hippotherapy, Hippothera-

pies, Therapeutic horseback riding, Therapeutic horseriding, Therpeutic 

riding)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검색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314 www.kptjournal.org

Hyunju�Noh,�et�al.

https://doi.org/10.18857/jkpt.2020.32.5.312

JKPT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3. 문헌선택

자료선정의 과정은 본 연구자와 물리치료학 분야 전문가에 의해 시

행되었다. 1차 검색을 통하여 국내, 국외 총 6,225편의 연구가 검색되

었고, 이중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5,997편을 제외한 후 228편의 원

문을 검토하여 중복된 연구 87편, 다른 질환에 대한 연구 18편, 평가 

결과가 본 연구 설계와 맞지 않는 연구 20편, 전체 원문을 구할 수 없

는 연구 19편, 무작위 임상시험이 아닌 연구 16편, 재활승마가 아닌 연

구 5편 등 총 165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남은 총 63편의 연구를 메타분

석 대상 문헌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4. 자료의 통계처리

자료는 RevMan version 3.5.3을 사용하여 메타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효과 크기의 산출을 위해 통계적 변환의 작

업을 거치고 평균 효과 크기의 신뢰구간 산정 등을 진행을 하였으며, 

각기 다른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들의 다른 중재 유형과 비뚤림 위험

의 다양성, 중재 방법, 평가 방법, 대상자 수, 치료 기간, 치료 횟수, 연

령, 성별 등의 다양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선효과모형

을 적용하여 효과 크기를 산출 하였다. 또한, 변수의 유형에 따라 범

주형 변수는 Meta-ANOVA로, 연속형 변수는 Meta-Regression으로 조

절효과 분석을 하였다.

 

결 과

1. 재활승마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 크기

재활승마 프로그램 효과를 규명하고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에서 발간된 논문 63편(학술지 논문 45편, 학위 논문 18편)을 선정하

였으며, 재활승마 프로그램 효과크기를 변인별로 산출한 결과는 Ta-

ble 1과 같다. 효과크기는 g = 0.552 (95% CI: 0.489-0.615)로 나타났는데, 

이는 Cohen34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Q =  

21,386.682 (df= 419, p < 0.001)으로 효과크기는 동질 하지 않음을 설명

하며, I2값은 98.0%로 큰 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5 

2. 재활승마 프로그램의 주요 변인별 효과 크기

재활승마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선정한 논문들로

부터 균형 변인(49개의 효과크기), 근력 변인(80개의 효과크기), 일상

생활동작 변인(60개의 효과크기), 평형성 변인(19개의 효과크기), 대

동작기능평가 변인(53개의 효과크기), 보행 변인(92개의 효과크기), 

정서 변인(67개의 효과크기)를 도출하였다(Table 2, Figure 1). Table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재활승마 프로그램 효과크기를 주요 변인별로 산

출한 결과에서 균형 변인의 효과크기는 g = 0.594 (95% CI: 0.433-0.756)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간  효과크기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Q =2,027.342 (df= 48, p < 0.001)으로 효과크기는 동질 하지 않음을 설

명하며, I2값은 97.6%로 큰 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근력 변인의 효과크기는 g = 0.425 (95% CI: 0.320-

0.529)으로 중간 효과크기를 확인하였으며, Q =1,965.241 (df =79, 

p < 0.001)으로 효과크기는 동질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I2값은 

96.0%으로 큰 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동작 변인의 효과크기는 g = 0.430 (95% CI: 

0.335-0.525)으로 중간 효과크기를 확인하였으며, Q =716.992 (df = 5, 

Table 1.�Effect�size�results�of�according�to�study�cases

Model κ ES(g)
95%�CI

Q df�(Q) p I2 T2
Lower Upper

Therapeutic�Horseback-Riding Random 420 0.552 0.489 0.615 21386.682 419 0.001 98.00% 0.393

K:�Number�of�effect�size,�ES�(g):�Effect�size�(Hedes’g),�95%�CI:�95%�Confidence�interval,�Q:�The�ratio�of�the�observed�variation�to�the�within-study�error,�df:�Degree�of�
freedom,�I2:�Between-study�variability,�T2:�Between-study�variance.

Table 2.�Effect�size�results�of�according�to�assessment�type�variables

Model κ ES(g)
95%�CI

Q df�(Q) p I2 T2
Lower Upper

Balance Random 49 0.594 0.433 0.756 2027.342 48 0.001 97.60% 0.300

Muscle�activities Random 80 0.425 0.320 0.529 1965.241 79 0.001 96.00% 0.188

ADL Random 60 0.430 0.335 0.525 716.992 59 0.001 91.80% 0.117

Equivalance Random 19 0.640 0.377 0.904 350.004 18 0.001 94.90% 0.314

GMFM Random 53 0.482 0.287 0.678 7756.621 52 0.001 99.30% 0.503

Gait Random 92 0.400 0.304 0.496 1049.556 91 0.001 91.30% 0.182

Emotion Random 67 0.876 0.688 1.064 1468.148 66 0.001 95.50% 0.533

k:�Number�of�effect�size,�ES�(g):�Effect�size�(Hedes’g),�95%�CI:�95%�Confidence�interval,�Q:�The�ratio�of�the�observed�variation�to�the�within-study�error,�df:�Degree�of�
freedom,�I2:�Between-study�variability,�T2:�Between-study�varian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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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1)로 효과크기는 동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I2값은 

91.8%로 큰 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번

째로 평형성 변인의 효과크기는 g = 0.640 (95% CI: 0.377-0.904)으로 중

간 효과크기를 확인하였으며, Q =350.004 (df=18, p < 0.001) 효과크기

는 동질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I2값은 94.9%로 큰 크기의 이질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대동작기능평가 

변인의 효과크기는 g = 0.482 (95% CI: 0.287-0.678)로 중간 효과크기를 

확인하였으며, Q =7,756.621 (df = 52, p < 0.001)로 효과크기는 동질 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I2값은 99.3%로 큰 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보행 변인의 효과크기는 

g = 0.400 (95% CI: 0.304-0.496)으로 중간 효과크기를 확인하였으며, 

Q =1,049.556 (df= 91, p < 0.001)으로 효과크기는 동질 하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고, I2값은 91.3%로 큰 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 변인의 효과크기는 g = 0.876 (95% CI: 

0688-1.064)로 큰 효과크기를 확인하였으며, Q =1,468.148 (df = 66, 

p < 0.001)으로 효과크기는 동질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I2값은 

95.5%로 큰 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활승마 주요 변인별 효과크기의 순서는 정서 효과크기가(ES = 

0.876)으로 효과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형성(ES = 0.640), 균형

(ES = 0.594), 대동작기능평가(ES = 0.482), 일상생활동작(ES = 0.430), 근력

(ES = 0.425), 보행(ES = 0.400)순으로 나타났다.

3. 출판편향분석

최종 선정된 63편의 논문에서 도출한 균형 변인의 49개 효과크기, 기

능적 활동능력 변인의 16개 효과크기, 기능적 활동능력(근력) 변인의 

74개 효과크기, 기능적 활동능력(일상생활동작) 변인의 54개 효과크

기, 기능적 활동능력(평형성) 변인의 15개 효과크기, 대동작기능 평가 

변인의 53개 효과크기, 보행 변인의 92개 효과크기, 정서 변인의 67개 

효과크기에 대해 출판오류의 유무를 검증한 출판편향분석의 결과

는 funnel plot으로 제시하였다(Figure 2). 

먼저 funnel plot을 살펴보면, 분석한 결과 좌우 대칭형을 이루고 있

다고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이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

해서 Duval과 Tweedie36가 개발한 Trim-and-fill 기법을 이용하여 비대

칭을 대칭으로 교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Trim-and-fill 기법을 이용하여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들을 

74편으로 나타났으며, 관찰된 효과크기(0.5526, 95% CI: 0.489-0.615)를 

조정된 효과크기(0.738, 95% CI: 0.675-0.802)와 비교했을 때 두 평균 효

과크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출판편향의 가

Figure 1.�Forest�plot�of�assessment�type.�Mid-point:�point�effect�estimate�of�each�study,�Area:�weight�given�to�the�study,�Diamond:�overall�effect�
estimate,�Width�of�line:�confidence�intervals�(CI)�for�effect�estimate�for�each�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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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원래의 전체 효과 크기인 0.552와 

비교해서 증가하였다. 또한 95% CI 신뢰구간이(0.675-0.802)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며 여전히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 포함된 연구에 출간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정된 효과

크기도 큰 효과크기로 확인되어 재활승마 프로그램에 따른 평가는 

큰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고 찰

본 연구는 재활승마치료가 발달장애아동과 신경계환자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

함으로써 물리치료의 객관적인 근거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아

동 및 신경계 환자에 대한 재활승마 치료에 대한 평가 유형을 살펴 본 

결과 보행 평가에 대한 연구 사례수가 92건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력 평가 연구는 80건, 정서 평가 연구는 67건, 

일상생활동작 평가 연구는 60건, 대동작기능평가 연구는 53건, 균형 

연구 49건, 평형성 연구 1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Zad-

nikar13 연구처럼 발달장애 아동 및 신경계 환자가 아닌 일반 건강한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활승마 연구는 최근 10년간 정서적인 

평가에만 편중되었고, 일반인 대상이 아닌 발달장애 아동 및 신경계 

환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 것을 보여준다. 따라

서 메타분석 해석의 결과에 주의가 필요하다. 

재활승마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중재 유형 효과 크기는 정서가 

ES = 0.876로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평형성(ES = 0.640), 균형(ES =  

0.594), 대동작기능평가(ES = 0.482), 일상생활동작(ES = 0.430), 근력

(ES = 0.425), 보행(ES = 0.400)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Cohen34

의 해석기준에 따라 효과크기가 0.2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은 효과크

기로, 0.2보다 크거나 0.8보다 작으면 중간 효과 크기로, 0.8보다 크거

나 같으면 큰 효과 크기로 해석한다는 효과크기 해석기준에 따라 

Shin37 연구에 의하면 재활승마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및 지적장애 아

동의 대소동작, 사회정서, 행동체력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입증해

주었다. 즉 본 연구는 재활승마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 및 신경계 

환자의 신체적 능력(균형, 보행, 근력, 평형성, 일상생활동작, 대동작기

능평가)과 정서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고한 연구들의 주장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재활승마프로

그램은 발달장애 아동과 신경계 환자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가 방법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재활승마 프로그램 전체와 주요 7개의 변인 이질

성이 90% 이상으로 높은 이질성을 보인다. 이는 재활승마논문을 검

색하면, 국외는 재활승마지도사와 재활승마치료사의 구분이 확실하

다. 따라서 국외 연구는 재활의학, 물리치료학에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재활승마가 아직 물리치료영역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논문을 검색하면 재활승마

연구가 주로 체육학, 교육학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질성

이 높다는 것은 선행논문들이 다양한 연구자들로 인한 개입방법이 

서로 다르기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절성은 또한 효과크기 

분포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면 연구간의 효과크기가 일관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기에 본 연구에서 이질성이 9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 할 주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

이 매우 다양하다.13 따라서 메타분석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다. 발달

장애 아동 및 신경계 환자에 대한 재활승마프로그램 메타분석 선형

연구가 없으므로 논의에 있어 비교 해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 논문들은 출간되거나 학위심사를 통과한 논문

들로 긍정적인 효과들만 보고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

들은 보고되거나 발간될 가능성이 낮음을 경계해야 하는 부분까지

는 확보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결과분석을 통

해 발간하지 못한 논문과 회색논문까지 분석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Figure 2.�Funnel�plot�on�the�study�of�Therapeutic�horseback�program.�
Funnel�plot�to�assess�publication�bias�across�prevalence�studies

-10 0 10 20

0

2

4

6

8

St
an

da
rd

 e
rro

r

Standardised mean difference

Table 3.�Trim-and-fill�results

k ES�(g)
95%�CI

No�of�studies
Lower Upper

Fixed 420 0.552 0.489 0.615

Random 494 0.738 0.675 0.802 74

k:�Number�of�effect�size,�ES�(g):�Effect�size�(Hedes’g),�95%�CI:�95%�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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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논문과 학회지 논문을 구분하여 어떠한 결

과가 나오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치료도구로 이용되는 말

이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승마기구도 연구마다 사용되는 기구가 다

르기에 연구 간이 동질성을 위한 보완점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 및 신경계 환자에 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

에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넓혀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

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여 재활승마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물

리치료 메타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활승마 프로그램의 다

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메타분석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져 발달장애 아동과 신경계환자들에게 재활승마 프로그

램이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

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임상 치료와 연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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