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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orseback riding and horseback riding machine exercise on the serum lipid profile in 

elderly individuals. 

Methods : Our study included 30 healthy elderly individuals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2 groups: the horseback riding and 

the horseback riding machine exercise group, with each group comprising 15 individuals. The riding exercise program was per-

formed 25 times a week over 12 weeks. The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was used to determine changes in serum lipid 

profiles before and after exercise 6 and 12 weeks after exercise.

Results : An intergroup comparison of blood tests showed that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and low-density lipoprotein-C levels 

were decreased in both groups after 12 weeks of the riding exercise program. However, both groups showed an increase in 

high-density lipoprotein-C levels, although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 Horseback riding and horseback riding machine exercise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serum lipid profile in eld-

erly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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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사망 원인 중 복부내장지방의 

과잉 축적으로 인한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이 있으

며(Fahlman 등,  2002),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

그램(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 ATP 

Ш, 2004)에서도 과잉 축적된 지질은 지질 사의 이상

으로 이어져 심혈관 질환 등의 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Grundy 등, 2004). 반면에 규칙적인 운동

은 지질 상 이상으로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 및 기타 

성인병에 해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보고되는데,  

  Katzmarzyk 등(2001)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및 LDL-Cholesterol의 수

치는 감소한 반면, HDL-Cholesterol의 수치는 증가하는 

등 혈중 지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승마 운동은 말을 이용하여 독특한 삼차원적인 움직

임을 자극하기 위한 치료법으로 환자가 말을 탄 자세에

서 균형 조절을 위한 움직임을 촉진하는 특수한 물리치

료의 한 분야이다(Debuse 등, 2009; McGee & Reese, 

2009). 승마는 살아 있는 말의 움직임을 이용한 운동으

로 기승자는 10분 동안 500∼1000회의 신체적 움직임을 

체험하고, 말의 걸음걸이로 발생한 움직임은 기승자에게 

3차원적(전․후, 좌․우, 상․하) 운동을 경험하게 된다

(RDA-Samsung, 2002).

말의 보행은 정상적인 사람의 보행역학과 유사한 정

확하고 반복적인 운동패턴을 제공하고(Potter 등, 1994), 

중심을 잡기 위해 수축·이완되는 주동근은 심부근육이

기 때문에 기존의 운동방법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

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Sterba, 2007). 말의 다리에서 유

발되는 강력한 추력이 작고 반복적인 자세적응을 야기

함으로써 안뜰감각과 고유수용성감각 자극을 제공하고, 

기승자에게 정중선 및 칭적인 체중부하에 한 감각

자극을 줄 수 있다(McGibbon 등, 2009). 이는 비정상적인 

운동출력의 결과 및 감각입력의 부족으로 인한 신경운

동 결손에 해 정위반응과 균형의 정상적인 움직임 반

응을 연습 및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Debuse 

등, 2009). 또한 승마기구 운동은 자세 조절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과 운동 분야에서 치료의 중재법으로 각광받

고 있다(Mitani 등, 2008). 승마기구 운동은 기구 움직임

에 반응하여 비정상적인 근긴장도와 움직임 패턴을 조

절하고, 균형과 감각의 통합을 향상시키며, 체간 균형 조

절과 보행을 증진시킨다(Janura 등, 2009; Shurtleff 등, 

2009; Silva 등, 2011).

승마운동의 효과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Devienne와 

Guezennec(2000)도 승마운동 적용이 골격근에 체중부하 

형태가 골 질량과 근력에 관계로 인해 근력 강화에 도움

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박재현(2005)과 한승훈

(2005)의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아동을 상으로 승마운

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신체조성 및 평형성에 긍정

적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김광배(2005)는 승마운

동 적용이 중년 남성들에서 에너지 기질과 호르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형칠(2005)은 

폐경기 전·후 여성들의 장기간 승마운동은 유산소운동

능력, 허리뼈의 골 도, 혈액변인 변화를 향상시켰다.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8주 동안 주 2회 승마운동을 적

용한 결과, 버그균형척도(BBS)와 30s chair stand tes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여 승마운동이 하지 근력

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de Araújo 등, 2013).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 노인을 상으로 8주간의 승마운

동을 실시하였을 때 배경 뇌파를 측정한 결과, 승마운동

은 모든 영역에서 뇌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집중력과 편

안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Kim 등, 2015).

그동안 승마운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승마와 유사

한 동작이나 승마 시뮬레이터를 적용하는 등의 간접적 

효과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승마운동과 승마기구 

운동 간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성 있다. 혈중 지질은 신

체의 건강상태의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운

동 주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와 개개인의 운동능력

을 간접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혈액의 성분

별 분석은 질병에 한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임상검사의 중요한 척도이다(ACSM, 2010).

그리고 실제로 승마운동을 적용한 신체조성 변화를 

규명한 연구는 낙상의 위험이 높은 노인 환자가 수행을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인에 한 승마운

동에 한 혈중 지질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승마운동과 승마기구

운동이 노인의 혈중 지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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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OO종합복지관의 노인 학에 참석하는 노

인 30명을 상으로 본인이나 보호자가 본 연구의 취지

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다. 실험 

이전 모든 상자에게 실험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설

명한 후 승마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

하고, 연구 상자는 승마운동군 15명, 승마기구운동군 

15명으로 분류하였고, 각각 12주간 주 2회씩 15분간 실

시하였다. 사후검사도 동일한 군에서 운동 6주 후, 12주 

후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노인을 상으로 승마운

동군과 승마기구운동군으로 나누어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척수 손상, 뇌졸중, 파킨슨병과 같은 중추신경계 손

상 질환 병력이 없는 자

2) 보조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보행이 가능한 자.

3) 신경외과적 또는 정형외과적 제한이 없는 자.

4) 시각이나 전정기관에 이상이 없는 자.

5) 안정 시 수축기 혈압이 160 ㎜Hg 이상이거나 확장

기 혈압이 110 ㎜Hg 이상의 중증 고혈압이 아닌 자.

6) 실험이전에 승마를 경험이 없는 자.

7) 승마에 한 거부감이나 심리학적 두려움이 없는 자.

8) 생화학적(혈액 성분)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

혈관계 질환과 신장 질환 및  간 질환이 없는 자.

9) 실험 이전에 퇴부나 요추부에 금속삽입술을 시행

하지 않은 자.

2. 연구도구

1) 제주산마

본 연구는 K광역시 소재 OO재활센터 소속된 승마장

에서 체험용 제주산마 2마리를 본 실험에 적용하였다. 

승마운동에 이용되는 말은 주위환경에 잘 적응되었으며, 

장기간 조마삭 훈련을 통해 순치가 되어 있으며 균등한 

보폭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말이다(그림 1, 2).

그림 1. 승마운동(남성) 

 

그림 2. 승마운동(여성) 

2) 승마운동기구(Horseback riding machine)

승마운동기구(JOBA, Panasonic EU 6441, JAPAN)는 기

승자가 살아있는 말의 움직임처럼 3차원(전․후, 좌․우, 상․
하) 운동을 경험하게 하며, 실내에서도 승마운동과 동일 

효과를 얻기 위해 고안된 기구이다. 자동 또는 수동(평

지, 오르막, 내리막)으로 스위치를 조절하고 9단계로 속

도가 조절된다(그림 3).

그림 3. 승마운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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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및 절차

노인승마 운동시간과 횟수는 준비운동 5분, 승마 15

분, 정리운동 5분, 총 25분으로 구성되며, 12주동안 주당 

2회, 총 24회의 승마운동을 시행하였다.

승마운동군의 실험 상자들은 보호용 안전모, 조끼, 

안전화를 착용하고 제주산마 위에 앉아서 준비운동을 

시행하였다. 노인의 특성상 말의 걷는 방법 중 가장 느

린 평보의 보행을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승마운동은 제

주산마에서 앞으로 앉은 자세 상태에서 시행하였으며, 

평보(110 m/min)의 속도로 조절하였다. 한 명의 교관이 

구성원 앞에서 말의 고삐를 잡아끌고 다른 한 명의 보조

자가 말안장 위에 앉은 피험자의 다리를 오른쪽 옆에서 

잡아 말에서 낙상을 방지하여 기승자의 움직임에 도움

을 주었다. 본 운동을 마친 후 정리운동을 기승한 상태

에서 시행하였다. 

승마기구운동군의 시간과 횟수는 실제 승마운동과 마

찬가지로 준비운동 5분, 승마  15분, 정리운동 5분, 총 25분

으로 구성되며, 12주 간 주당 2회, 총 24회를 시행하였다.

승마기구운동군은 기구 위에 앉은 후에 준비운동(스

트레칭)을 실시하였다. 기구 위에 앞으로 앉은 자세에서 

수동 스위치로 속도를 조절하여 승마운동을 시행하였다. 

한 명의 보조자는 오른쪽 옆에서 노인의 낙상과 안전을 

위해 주의 관찰하며 보조하였다. 운동을 마치고 기승한 

상태에서 정리운동을 시행하였다. 승마운동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Component Contents Time

Warm up
Leg circle & point Sit on leg march

Neck, Shoulder, wrist circle
5 min

Horseback riding Walk 15 min

Cool down
Stretching

Deep breathing
5 min

표 1. 승마운동 프로그램   

 

4. 측정 방법 

상자들의 측정은 K시 소재 D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에서 오전에 동일 시간 에 측정하였으며, 채혈은 12시

간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실에 도착하여 10분간 

안정상태를 취하게 한 후 앉은 자세에서 항응고 처리된 

1회용 주사기(10 ml)를 사용하여 전완정중정맥(antecubital 

vein)에서 5 ml를 채혈하고, 3,000 rpm으로 10분 동안 원

심 분리해서 상층액(supernatant)을 채취하여 분석까지 –

20 ℃에서 냉동으로 보관하였다.

  중성지방(Triglyceride; TG)과 총콜레스테롤(Total-cho-

lesterol; T-C),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

oprotein-C; LDL-C),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High den-

sity lipoprotein-C; HDL-C)은 자동분석기(Hitachi 7080 an-

alyzer, Tokyo, Japan)을 사용하여 효소법(Enzymatic meth-

od)으로 분석을 시하였다(표 2). 혈중 지질의 임상적 의

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혈중 지질 검사기기 시약 검사방법

중성지방
Hitachi 7080 analyzer

(Japan)
Triglyceride reagent

(Japan)
Enzymatic,
colorimetry

총콜레스테롤
Hitachi 7080 analyzer

(Japan)
Cholesterol reagent

  (Japan)
Enzymatic,
colorimetry

고 도지단백

콜레스테롤

Hitachi 7080 analyzer
(Japan)

HDL-C reagent
  (Japan)

Enzymatic,
colorimetry

저 도지단백

콜레스테롤

Hitachi 7080 analyzer
(Japan)

LDL-C reagent
  (Japan)

Enzymatic,
colorimetry

표 2. 혈중 지질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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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지질 임상적 의의 참고치 단위

중성지방
에너지원으로 중요하며 부분

음식물로 섭취되고 장관에서 흡수된다
 30-168 mg/dL

총콜레스테롤
인지질과 함께 세포막의 성분이고, 각종 steroid hormone이나 

담즙산의 전구체로 중요한 지질
 130-220 mg/dL

고 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동맥경화증이나 관상심장질환이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인자
 30-65 mg/dL

저 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을 동맥 혈관 내막에 작용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인자
130미만 mg/dL

표 3. 혈중 지질의 임상적 의의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승마운동과 승마기구 운동의 12주간 

적용이 정상노인의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0.0 software를 이용하여 통

계처리 하였다. 집단별 신체적 특성과 변인별 측정한 자

료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두 집단의 운동 

전과 6주 후, 12주 후 측정변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

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α는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 30명 중 여성이 24명이고 여

성이 6명이었다. 승마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한 승마운동

군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 12명, 남성 3명이며 평균 연령

은 67.60±2.32 세, 평균신장은 155.53±9.28 cm, 평균체중

은 58.16±8.53 kg, 평균체질량지수는 23.46±2.72 kg/m²이

었다. 승마기구 운동을 실시한 승마기구군의 일반적 특

성은 여성 12명, 남성 3명이며 평균연령은 68.00±2.42 세, 

평균신장은 158.20±7.25 cm, 평균체중은 58.47±7.80 kg, 

평균체질량지수는 23.88±2.11 kg/m²이었다. 두 집단 간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05)(표 4). 

Category HR (n=15) HRM (n=15) t p

Age (yr) 67.60±2.32  68.00±2.42 -.462 .648

Height (cm) 155.53±9.28 158.20±7.25 -.877 .388

Weight (kg) 58.16±8.53  58.47±7.80 -.103 .919

BMI (kg/m²) 23.46±2.72  23.88±2.11 -.463 .647

M±SD: Mean±standard deviation, HR : Horseback riding group 
HRM : Horseback riding machine group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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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마운동군과 승마기구운동군의 혈중지질의 변화 

각 군의 혈중지질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운동기간에 

따라 운동 전과 12주 후, 운동 6주 후와 12주 후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각 군의 총콜레스테롤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운동기

간에 따라 운동 전과 12주 후, 운동 6주 후와 12주 후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각 군의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변화를 평가한 결

과, 운동기간에 따라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각 군의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변화를 평가한 결

과, 운동기간에 따라 운동 전과 12주 후, 운동 6주 후와 

12주 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5).

Variable Group

Mean ± standard deviation
F value 
(p-value)

Pre-test After 6 weeks After 12 weeks Group Time 
Group × 

Time 

TG

HR 
113.40
±32.61

106.13
±30.85  

101.07
±28.75

.139 33.003 1.024

HRM 
115.40
±29.26

110.80
±28.40

106.47
±28.40 

(.712) (.000*) (.373)

TC

HR 
191.73
±32.63

183.07
±30.20  

176.40
±31.80

.102 38.142 3.089

HRM 
192.40
±36.59

187.93
±33.56  

182.40
±33.99

(.751) (.000*) (.062)

 HDL-C

HR 
49.73

±10.48
49.93
±8.76  

49.87
±7.75

.012 1.895 .579

HRM 
49.07

±14.77
49.67

±14.53  
49.33

±14.29 
(.912) (.170) (.567)

 
LDL-C

HR 
119.32
±27.87

111.91
±25.96  

106.32
±29.17

.104 22.196 1.479

HRM 
120.25
±34.08

116.11
±31.79  

111.77
±31.84 

(.749) (.000*) (.246)

*p<.05, HR : Horseback riding group, HRM : Horseback riding machine group,
TG: Triglyceride, TC: Total-cholesterol, HDC-C: High density lipoprotein-C,
LDL-C: Low density lipoprotein-C

표 5. 운동기간에 따른 혈중지질의 비교 

Ⅳ. 고 찰 

  미국스포츠의학회에서는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으

로 연령, 가족력, 흡연,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

와 더불어 비활동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ACSM, 2010). 그리고 TC, LDC-C, TG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

다(Marwick 등, 2009). HDL-C는 동맥벽으로부터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방어적 기능을, LDL-C는 혈장 

내에 침전되어 혈관 벽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LDL-C의 

과다는 관상동맥 내벽의 플라그 형성을 촉진시켜 결국 

관상동맥의 횡단면적을 줄이고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등 심근경색의 요인이 된다(Costa 등, 2011).

  규칙적인 유산소운동의 적용은 지단백 분해 효소

(lipoprotein lipase)를 활성화하여 혈액 중 중성지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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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조직의 지질도 분해하며,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

방, HDL-C의 증가와 LDL-C의 감소로 고지혈증을 비롯

하여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하였다(Hopps & Caimi, 2011; Katzmarzyk 등, 2001; 

Sgouraki 등, 2001). 혈중 TC의 약 60-70 %는 LDL에 결

합된 형태로 존재하므로 혈중 TC의 수치가 높은 것은 

부분 LDL-C의 수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LDL-C

의 지단백 apoB는 죽상경화를 유발하는 중요물질로서 

혈중 TC의 관리방안이 두되고 있다(이명천과 장유정, 

2009). TC가 운동 직후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혈액농축

과 운동 스트레스, 혈구, 간, 내장, 비장 및 폐 등에 함유

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운동 시 혈청 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휴식기에 혈액을 채

취하여 검사하였다(김광배, 2005).

이상기와 정준현(2005)은 실내 승마운동기구를 적용

하여 여 생의 건강과 관련된 체력요소, 혈중지질농도, 

배변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측정 결과, 전

신지구력, 평형성, 유연성, 근지구력, 근력에서 개선을 

나타내었으며, 혈중 지질농도의 중성지방에서 유의한 감

소를, 배변만족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어 승마

기구 운동이 건강체력과 체성분변화 및 소화기능 등에 

긍정적 역할을 보고하였다. 

Hosaka 등(2010)이 제2형 당뇨병 중년환자를 상으로 

기구를 3개월 동안 이용한 실내승마운동(Joba)을 시행한 

결과 혈당이 감소되어 이에 인슐린 민감성의 개선에 효

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평균 65세의 노인 당뇨

병 환자들을 상으로 12주간의 실내승마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지방율의 감소는 물론 혈중 인슐린이 감소되었

으며, 혈중 HDL-콜레스테롤은 증가한 반면, 중성지방의 

농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Kubota 등, 2006). 정신

지체 환자를 상으로 3개월동안 재활승마를 시행한 이

승엽 등(2007)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승마

운동의 적용이 혈중 지질성분의 개선 효과를 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 혈중 지질농도의 비교를 한 결

과, 12주 동안 승마운동프로그램 시행 후 두 집단에서 

모두 수치상으로 개선을 나타내었다. TG, TC, LDL-C는 

수치상 감소하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HDL-C에서 증가된 수치를 보였지만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shali 등

(2005)은 운동재활요법이 혈청 LDL-C 및 중성지방 농도

의 저하와 HDL-C농도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결과와 일

치하고 있다(박은경 등, 2008). 본 연구에서 TG의 감소 

효과는 근육의 미토콘드리아내 산화 효소 활성화의 항

진과 미오글로빈 농도의 증가에 따른 사조절이 원활

해짐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전

진효와 최옥진, 2010). 두 집단 모두 운동기간이 길수록  

TC의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때, 승마운동 시행 후 

혈중 지질농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고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농도의 증가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과 반비례

한다고 보고되었다(Marwick 등, 2009). 본 연구에서도 승

마운동의 효과로 발현되는 지질단백질을 활성화하여 혈

관내벽의 콜레스테롤 축적을 감소시켰으며,  HDL-C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역수송하는 역할로 노화로 진행되

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

겨진다. 승마운동 실시 후 혈중 지질농도의 긍정적인 변

화의 결과를 통해 향후 노인에게 유산소성 운동으로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Hosaka 등, 2010; Kubota 등, 

2005).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65세에서 73세의 비교적 고

령의 노인들을 상으로 시행하여 고강도 운동프로그램

을 수행이 어려웠으며, 상자들의 식생활이나 일상생활

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12주 동안 

운동만으로는 혈중 지질을 크게 변화시키기에 기간이 

짧은 것으로 여겨진다. 당일 공복 상태로 측정하였기 때

문에 혈중지질 성분의 농도 중 유리지방산의 경우, 식이, 

운동훈련과 같은 장기간의 변인보다는 절식과 같은 단

기간의 요소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김기훈과 허유섭,  

2013; Dohm, 2002). 또한 연구 상자 수 제한으로 인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승마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개개인의 연령와 기력, 신체적인 기능수준 차

이가 있어도 안전 문제가 우선시 되어 운동강도를 같은 

강도로 전체 집단에 적용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이후 연

구는 이러한 제한점의 보완을 위해 노인 상자에 한 

프로그램의 적절한 강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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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보다 많은 피험자와 다양한 

평가도구를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검증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이 상인 경우 사

회적, 가정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만성질환 이환율이 다

양하게 나타나고, 노인성 질환 여부에 따라 신체활동, 운

동, 영양, 중재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

적 특성을 고려하는 승마운동 프로그램 필요성은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12주간의 승마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별 혈중지

질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에서 TG, TC, LDL-C는 수치

상 감소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두 그룹 모두 HDL-C에서 수치상 증가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승마운동과 승마기

구 운동이 노인의 혈중지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승마운동에 해 신체적·정신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승마운동이 일

반인이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노인을 상으로 보다 

쉽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승마운동프로그램에 따른 혈중지질에 미치는 

비교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며, 노인이 

상인 승마운동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

으로 생각한다. 노인 상자의 건강 상태, 사회적·시간

적·경제적 여건이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승마운

동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한다면 노인의 삶의 질 향

상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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