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뇌졸중 환자는 신경학적 손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

된 신체활동 장애를 겪게 된다[1]. 뇌졸중 후 신체활동 

감소는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제한과 더불어 우울

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

게 된다[2,3]. 신체활동 증진을 통한 심리-사회적 문제 

감소는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4,5].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는 중재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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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4명의 뇌졸중 환자가 모집되었다. 24명의 뇌졸중 환자를 모집하여 두 그룹으로 1:1 

무작위 배정하였다. 결과측정에는 삶의 질 평가, 6분 보행, 악력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군은 주 1회, 8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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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habilitation dog-walking can be used to improve physical activity and restore QOL in 

stroke pati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dog-walking on the QOL and 

physical activity of stroke patients. Twenty-four stroke patient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wenty-four stroke patients were randomized 1:1 into two groups. The evaluator measured stroke 

specific-quality of life (SS-QOL), six minute walk test, and maximal grip strength on the affected 

and non-affected side.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gait training with a rehabilitation dog for 

30 minutes once a week for 8 week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SS-QOL, six minute walk test, and maximal grip strength on the affected side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the intervention. In addi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S-QOL, six minute walk test, and maximal grip strength on the affected side than the control 

group. Rehabilitation dog-walking may be an intervention method that can improve QOL and 

physical activity after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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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력운동, 지역사회 중심재활 프로그램[6,7], 과제지

향훈련과 운동치료[8], 가상현실 게임[9,10] 등이 있다. 

그밖에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다른 중재방법 중

에는 동물매개치료가 있다[11]. 

동물매개치료는 소위 바이오필리아 가설에서 파생된 

것과 같이 인간은 다른 생물체에 관심을 갖고 끌리는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으로 동물과 사람이 

공동 치료사 역할을 하여 환자와 동물간의 상호작용을 

이끌고 환자의 심리 사회적 기술, 신체활동을 회복하거

나 보완하는 방법을 말한다[12-14]. 재활견과 만남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는 물론 엔돌핀 증가와 같은 기분

개선 효과와 같은 생리학적 변화를 제공한다[15]. 

지금까지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한 동물매개치료에

는 말과 개를 이용한 방법들로 이루어지고 있다[16]. 말

을 이용한 재활승마가 뇌졸중 환자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지만, 재활승마의 경우 승마장이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재활치료 현장에서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반면 개의 경우 말보다 크기가 작고 

별다른 공간적 제약이 없으므로 재활치료 현장에서 동물

매개치료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17-19]. 

개를 이용한 동물매개치료는 뇌졸중 환자의 신체활

동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이전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

으나[14], 이전 연구에서 효과를 확인한 동물매개치료

는 대부분 대형견을 이용한 연구 였다[14,17,20].

중·소형견을 이용한 동물매개치료도 환자의 심리-사

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18,21,22], 우리나라의 경

우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형견 보다 소형견을 소유

하는 경향이 크지만[23], 소형견을 이용한 동물매개치

료 방법에 따른 뇌졸중 환자 신체활동 개선에 관한 연

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물리치료 분야에서 직접 

재활견을 가지고 뇌졸중 환자에게 시행한 동물매개치

료 중재방법 개발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재활견과 걷기를 이용한 동물매개치료를 개발하

고 실시하여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과 신체활동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재활병원 내에 재활치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 중 동물매개치료를 통한 재활견과 걷기 보행훈련

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

다. 총 45명의 환자가 지원하였고 이 중 24명의 환자가 

연구대상자에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뇌졸중 진단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 둘째, 한

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19점 이상인 자, 셋째, 보

는 것과 듣는 것에 이상이 없는 자, 넷째, 보조기를 착용

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자, 다섯째, 브룬스트롬 운동 회복단계(Brunnstrom 

recovery stage)에서 상지 4단계 이상인 자이다. 만약 

개에 대한 두려움 및 알레르기가 있는 자는 연구에서 제

외하였다. 

모집된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초기 평

가가 이루어졌다. 연구 보조자는 모집된 모든 대상자에

게 기준선 평가를 하였다. 이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동물매개치료를 받는 연구군과 기존치료를 받는 대조

군으로 1:1 무작위 배정하였다. 평가는 본 연구와 상관

없는 연구 보조자가 하였고, 모든 중재는 영국 반려동

물 전문교육기관 AJD (animal jobs direct)에서 반려

동물 응급처치 과정과 트레이닝 과정을 이수한 물리치

료사 경력 5년 이상의 1인이 하였다.

2.2 평가도구

본 연구의 평가는 본 연구와 무관한 물리치료사 3인

이 하였다. 평가자는 동물매개치료 효과를 알지 못한 상

태에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삶

의 질 평가는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평가도구를 이용하

였고, 신체활동 평가는 6분 보행 검사와 악력 평가이다. 

2.2.1 삶의 질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

기 위해 개발된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평가도구

(stroke specific quality of life scale, SS-QOL)를 

문정인(2003)이 번역하고 표준화한 질문지인[24] 뇌졸

중 환자의 삶의 질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25]. 

SS-QOL은 에너지(3항목), 가족역할(3항목), 언어사

용(5항목), 움직임(6항목), 기분(5항목), 개인적 성격(3

항목), 자조활동(5항목), 사회적 역할(5항목), 사고력(3

항목), 상지기능(5항목), 시력(3항목), 직업-생산 활동(3

항목)의 총 12개 영역의 총 4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총점은 최저 49점에서 최고 245점으로 기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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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한국어로 번역하고 표준화한 SS-QOL 신뢰도는 0.80

으로 높게 나타났다[24].

2.2.2 6분 보행 검사

본 연구에 참여한 뇌졸중 환자의 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6분 보행 검사를 하였다. 대상자는 20m의 보행로

를 6분간 반복적으로 걷게 한 후 이동한 거리를(m) 구

하였다, 보행속도와 휴식은 개인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

하도록 하였다.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특별한 구두

지시를 사용하지 않았고, 만약 휴식을 취할 때 스톱워

치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26]. 후천적 뇌손상 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6분 보행의 신뢰도는 0.89로 높

게 나타났다[27].

2.2.3 악력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뇌졸중 환자의 악력을 평가하기 

위해 아날로그 악력계(Sammons preston, Jamar 

5030J1, USA)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바로 앉은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아래팔을 

놓고 악력계를 있는 힘껏 움켜잡게 하였다. 2개의 바 

사이는 편안하게 쥘 수 있게 조절하였고, 본 연구에서

는 마비측과 비마비측 모두 측정하였다. 3번 측정 후 

평균값을 기록하여 결과값으로 사용하였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악력 측정은 팔 기능 회

복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 방법이다[28,29].

2.3 중재방법

모든 대상자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재활치료 (물리치

료 및 작업치료)를 받았다. 대조군은 주당 6회 일반적인 

재활치료를 받았다. 연구군은 주당 5회 일반적인 재활

치료와 1회의 재활견과 걷기를 하였다. 재활견과 걷기

는 8주 동안 이루어졌다. 동물매개치료의 중재 기간은 

연구마다 매우 다양하므로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30,31].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동물매개치료 연구는 

6주간 주당 2회 20분 시행하였다[17]. 6주간의 동물매

개치료는 중재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44], 본 연구에

서는 환자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치료 스케쥴과 여건을 

고려하여 주당 1회, 30분씩 8주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2.3.1 재활견과 걷기

본 연구의 재활견으로 사용된 개는 3세 코카스파니

엘 1마리이다. 하루에 6명의 환자들과 보행훈련을 실시

하였다. 개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보행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걷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보행 

프로그램은 연구자 외 물리치료과 교수 2인, 반려동물

운동처방사 1인의 자문을 거쳐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치료견은 동물매개치료를 위해 체계적으

로 훈련된 개로 수의사가 평가한 종합검진, 공격성, 사

회성, 적합성 평가에 이상이 없고, 수의학적 전염질환 

및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개다[32]. 보행훈련 전 위생

을 위해 목욕 및 관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

려견의 동기를 위해 먹이가 항상 보상으로 주어졌다. 

먹이 보상방법은 마비 쪽 손으로 음식을 떨어뜨려 주는 

방법으로 환자와 치료사가 번갈아 가며 주었다. 중재는 

주당 1회 총 8주, 1회기 당 30분씩 진행되었다. 재활견

과 걷기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habilitation dog-walking program

Session Program Time

1 Communication for the Dog–patients 

relationship

30min

2 30min

3 Motivational strategies for gait performance: 

indoor dog-walking

30min

4 30min

5
Various external environment experiences 

during gait performance: outdoor 

dog-walking

(Walking the dog in the promenade)  

30min

6 30min

7 30min

8 30min

1~2회기의 훈련은 반려견과 친밀감 형성 및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개가 반응하는 몸짓과 언어

를 연구자를 통해 배우고 기본예절 훈련인 앉기, 엎드리

기, 기다리기, 가기, 돌기, 먹이 주기를 연습하였다[31]. 

2~4회기는 직접적인 보행훈련으로 보행 수행에 있

어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직선 걷기, 8자 걷기, 자유 

걷기를[34] 개와 함께 실시하였다. 

5~8회기는 보행 중 다양한 외부 환경을 경험하기 위

해 재활견과 실외보행을 하였다[35]. 실외보행은 실제 

산책을 하기 위해 병원 옆 산책로를 개와 함께 걸었다. 

재활견과 걷기 위해 재활견은 가슴 줄을 착용하였고 

대상자는 허리벨트를 착용하였다. 허리벨트는 대상자 

허리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가슴 줄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75㎝에서 100㎝의 끈이 포함되었다. 각 대상자에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9호185

게 맞게 허리벨트 줄을 조절한 뒤 모든 대상자는 보행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활견과 걷기를 하였다. 대

상자는 마비 쪽 손으로 줄을 잡고 걸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휴식 시간을 취하도록 

하였고, 안전을 대비하고자 물리치료사 1명이 항상 동

행하여 훈련하였다.

2.4 분석방법

중재방법에 대한 분석은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석 분석

(two-way repeated-measure analysis)을 이용하였

다. 중재 전과 중재 후 사이에 대한 변수의 변화는 개체 

내 요인이었고, 군간 변화 차이는 개체 간 요인이었다.

따라서 개체 내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응

표본 t 검정을 이용하였고 개체 간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Shapiro–wilks를 이용하여 정규성 검

정을 하였고 독립표본 t 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

여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버전 

21.0이 사용되었고 유의수준의 알파(α)는 0.05이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

두 군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24)

Classification
AAT group 

(N=12)
Control group 

(N=12)
P

Gender 

(male/female)
9/3 9/3 1.000a

Affected side 
(left/right)

9/3 9/3 1.000a

Pathogenesis
(hemorrhages/

infarction)

5/7 7/5 0.684a

Duration 
(months)

11.00±2.37 11.67±2.87 0.542b

Age 
(years)

65.83±5.02 65.08±4.83 0.713b

Height 

(cm)
164.67±8.55 165.42±8.41 0.831b

Weight 
(kg)

68.42±5.79 68.00±7.65 0.882b

K-MMSE
(point)

25.42±2.81 23.75±2.45 0.136b

Values are means ± SD
aChi-square test between two intervention groups
bIndependent t-test between two intervention
AAT group: Animal assisted therapy
Control group: Conventional therapy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연구군의 성별은 남성 9명, 여성 3명, 마비측 부위는 

왼쪽 9명, 오른쪽 3명, 뇌졸중 유형은 출혈 5명, 경색 

7명, 평균 발병기간은 11.00±2.37개월, 평균 나이는 

65.83±5.02세, 평균 키는 164.67±8.55cm, 평균 몸

무게는 68.42±5.79kg, 평균 K-MMSE는 25.42± 

2.81점 이었다. 대조군의 성별은 남성 9명, 여성 3명, 

마비측 부위는 왼쪽 9명, 오른쪽 3명, 뇌졸중 유형은 출

혈 7명, 경색 5명, 평균 발병기간은 11.67±2.87개월, 

평균 나이는 65.08±4.83세, 평균 키는 165.42± 

8.41cm, 평균 몸무게는 68.00± 7.65kg, 평균 

K-MMSE는 23.75±2.45점 이었다. 두 군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05).

3.2 삶의 질, 신체활동 변화 

두 군의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 신체활동 변화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hanges of all variables           (N=24)

Classification AAT group Control group

SS-QOL (point)

Pre-test 143.17±5.18 140.33±5.60

Post-test 160.83±10.10* 142.83±8.01

changesa 17.67±7.52** 2.50±4.34

6-MWT (m)

Pre-test 183.75±31.15 172.25±37.31

Post-test 280.67±40.76* 175.00±35.22

changesa 96.92±23.46** 2.75±5.21

Affected side grip strength (kg)

Pre-test 5.96±4.03 5.17±3.29

Post-test 10.35±2.74* 5.82±2.28

changesa 4.39±1.65** 0.65±2.16

Non-affected side grip strength (kg)

Pre-test 26.78±6.33 25.27±5.54

Post-test 27.96±4.66 25.85±5.20

changesa 1.18±2.14 0.58±1.71

Values are means ± SD
aWithin-group changes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the pre-test 
(P <0.05)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 <0.05)

AAT group: Animal assisted therapy
Control group: Conventional therapy
SS-QOL: Stroke specific quality of life scale
6-MWT: 6 minute walk test

삶의 질(F=64.705, p=0.001), 6분 보행(F=206.388, 

p=0.001), 마비측 악력(F=41.230, p=0.001)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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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전과 중재 후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시간*군 간 변화도 삶의 질(F=13.954, p=0.001), 6분 

보행(F=16.552, p=0.001), 마비측 악력(F=4.723, 

p=0.041) 변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삶의 질, 6분 

보행, 마비측 악력 변수는 연구군에서만 중재 후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p<0.05). 연구군은 삶의 질, 6분 보행, 

마비측 악력 변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4. 고찰

뇌졸중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삶의 질을 이용한다[4,25]. 뇌졸중 환

자에게 신체적 활동 증진은 이러한 삶의 질 개선에 효

과적이다[4,5]. 하지만 지금까지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계획한 중재프로그램은 게임과 

같은 놀이 위주가 대부분이고 실제 살아 있는 동물과 

교감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

이기에 본 연구에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견과 

걷기를 이용한 동물매개치료가 삶의 질, 6분 보행, 악력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군은 대조군 보다 삶의 질 총점, 6분 

보행, 악력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삶의 질에 차이가 

난 이유로는 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즐거움의 힘으로 생

각된다[17]. 개와 함께 걷기는 보행에 대한 즐거움을 제

공하고 개와 함께 걸어야 하는 의무감은 동기부여를 유

도할 수 있다[36,37]. 또한, 밖에서 개와 걷는 산책은 

개와의 감정적 연결을 통해 환경에서 건강한 상호작용

을 한다[37].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

하여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심장기능 상실 환자에게 동물매개치료는 환경과 상

호작용하기를 원하는 유쾌하고 의미 있는 자극이 자율

신경계 활성화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수축기 폐동맥압, 

폐동맥쐐기압(pulmonary artery wedge pressure), 

엔돌핀 수준 (epinephrine levels) 노르에피네프린 수

준 (norepinephrine levels)의 감소가 가능하다[38]. 

또한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더 편안하고 진정되도록 

주의를 돌리기 때문에 불안감이 감소할 수 있다[38]. 치

매노인에게 적용한 동물매개 치료는 반려견과 신체접

촉을 통한 안정감과 프로그램 참여 시 함께하는 신체활

동 때문에 인지기능, 정서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문제

행동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39]. 더하여 동물매개치

료는 회가 거듭될수록 웃음이 많아지고 표정이 밝아지

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노

인의 우울, 스트레스, 자살 생각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

었다[33]. 따라서 우리는 재활견과 걷기 동물매개치료

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삶의 질에 향상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와 산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활동

의 강도(intensity)는 개가 걷거나 설 때 대상자가 맞춰 

행동할 수 있고, 또한 대상자가 걷거나 설 때 개가 맞춰 

행동할 수 있다[14]. 이러한 다양하고 무작위적인 환경

에서 재활견과 걷기가 다양한 감각입력을 통합시켜 6

분 보행 및 악력에 증가를 보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개와 함께 걷는 것은 동물의 움직임을 따라 걸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보행 패턴을 신경 쓰지 않고 걸을 수 

있으므로 뇌졸중 환자의 보행속도를 증가시킨다[14]. 

뇌졸중 환자에서 보행 속도 증진은 6분 보행과 강한 상

관관계가 있다[40]. 더하여 6분 보행은 뇌졸중 보행 지

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보행 지구력 평가는 지

역사회 보행에 중요한 예측지표이다[41,42]. 본 연구는 

유산소 중심의 운동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6분 보행을 사용하였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물리치료와 병행한 재활견과 걷기는 재활병원에 입원

한 한 명의 환자의 6분 보행 거리를 22.8m에서 

196.9m로 증가가 확인되었다[43].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보다 많은 연구대상자가 모집되었고 재활견과 걷

기가 6분 보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견과 걷기 후 뇌졸중 환자의 마

비측 악력이 향상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6주간 주당 3

회 1시간 동안 수행한 동물매개치료는 노인의 악력을 

개선할 수 없었다[44]. 이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다양한 견종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44]. 

또한, 6주간의 동물매개치료 시간은 짧을 수 있고 더 

큰 기능적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고 하였다[44]. 다양한 견종 

중 노령견을 사용할 경우 동물을 이용한 중재를 수행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중재

를 하였고, 재활견은 3세의 코카스파니엘 1마리이다.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은 운동하는 동안 더 큰 체력과 

에너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5]. 

더하여,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노인에 비해 뇌졸중 

환자는 근육의 활동 지연 때문에 마비측 악력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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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46]. 본 연구에서 1~2회기 동물매개치료 프로

그램에는 동물과 의사소통에서 마비측 손으로 동물에

게 먹이주기를 연습하였다. 먹이 주기는 마비측 손가락

을 펴고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에 간식을 집어넣은 

후 이것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러한 마비측 손가락 

사용은 손 기능을 향상 시켜 악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

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

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특정기관에 모집된 중등도 또

는 경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모든 뇌

졸중 환자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다. 또한 대상자수가 

적다는 점과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기에 직접 비교하지 못한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상자는 8주 동안 재활견과 걷기

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일상생활활동을 통제하지 못하

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동물매개치료를 통해 최초로 

삶의 질 6분 보행, 악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가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와 다양한 프로

그램을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이루

어지길 희망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재활견

과 걷기를 이용한 동물매개치료를 실시하여 삶의 질과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연

구 결과 재활견과 걷기는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6분 

보행, 마비측 최대악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재활견과 걷기 동물매개치료는 뇌졸중 환자

의 삶의 질과 신체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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