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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ilates Exercise on Blood Components and 

Body Changes in Middle Aged Women

Park, Hee-Ah

Advisor : Prof. Seo, Young-Hwan Ph. 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8-week 

pilates exercise on blood components and body changes in middle-aged 

women. Pilates exercise aims to provide basic data to middle-aged 

women who are in the postmenopausal period as one of the exercises 

that can provide effective exercise programs to prevent aging.

Changes in blood components decreased in total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and increased in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1, 

p<.01, p<.01, p<.05). 

In body chang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weight, 

bu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fat 

percentage(p<.05).

Looking at the results above, we found that the Pilates exercise 

improves the blood components and changes the body to middle-aged 

women, which is a positive and effective exercise to maintain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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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aging. These results are thought to be the result of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subjects and I think that if I continuously exercise 

pilates for a long time, I will be able to lead a healthy life in anti ag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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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2018년경이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약 1

4%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람들은 전체적인 기

대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중년기 이후의 건강관리와 건전한 생활습관의 형성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 몸속의 근육은 꾸준히 증가하여 약 30세 

전후로 정점을 이루고 있다가 만 40세부터 평균적으로 1%씩 근육량이 감소하여 

80세 무렵이 되면 30대의 근육량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체중의 약 40~45%가 근육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35~

40%가 근육이 차지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는데 노화가 거듭하여 진행될수록 등

과 배 혹은 엉덩이와 넓적다리의 근육들과 같이 대게 겉보기에 큰 근육들이 눈

에 띄게 감소하게 된다(유지호, 2016).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중년기를 넘어서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호르몬의 

이상으로 내분비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결과는 체지방 분포변화에 악

영향을 주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대표적인 폐경기 이후 변화는 여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포의 대사에 국소적이고 특이적

인 효과를 나타내며, 이외에는 근육량을 중심으로 한 제지방량이 감소하게 되고,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의 증가로 비만으로 이어지게 된다(김미영, 2009).

체지방의 과잉 축적으로 인한 비만증은 인슐린저항성과 인체 내에 유리지방산

의 증가로 인하여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대사증후군이 극도로 

심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Girod & Brotman, 2003).  

  또한 지방의 대사는 인간의 수명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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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한다(Hansen et al., 2013).

따라서 폐경을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우선하여 이를 대처하

기 위한 체계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폐경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신체활동과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적용

이 아주 중요하다(김미영, 2009).

의학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들의 평균수명의 연장은 되었지만 고

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현대인들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좁히고자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접근

하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미국스포츠의학회의 슬로건을 

비추어보면 운동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커질 것이다(배강호 등, 2015).

필라테스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보급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급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는 생활운동이고 재활운동이다. 필라테스 운동은 잘못된 

자세의 균형과 교정을 하고 척추와 골반을 유지시켜주는 근육을 중심으로 하는 

몸의 평형상태와 조절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재활 치료의 효과도 있다. 특히, 소도

구를 활용한 필라테스 운동이 다양한 동작으로 이루어진 운동으로 매트위에서 

대부분 누워서 하기 때문에 중력으로 인한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것을 최소화 한 

운동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체형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필라테스 운동이 혈액성분과 신체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

고 중년기 이후에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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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8주 동안 중년여성들에게 필라테스 운동을 통하여 혈액성분

과 신체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스트레스와 집안에서의 일

상으로 무너진 신체의 균형과 혈액성분 개선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C.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필라테스 운동프로그램이 중년여성들의 혈액성분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필라테스 운동프로그램이 중년여성들의 신체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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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실시하는데 있어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1.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2. 피험자들의 생리적, 심리적, 유전적, 개인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3. 피험자들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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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필라테스

필라테스(Pilates)는 20세기 초 독일출신인 조셉 필라테스(Joseph Hubertu

s Pilates, 1880~1967)에 의하여 개발되어 본인의 이름을 적용하여 명명된 

운동으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운동이다. 필라테스는 제 1차 세계대

전 당시 영국의 랭커스터 포로수용소에서 강제수용을 당했는데, 포로수용소에

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재활과 치료의 목적으로 건강을 회

복시키며 신체를 올바르게 균형잡히게 하기 위해 생각을 정비하면서 바닥에서 매

트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기초로 하여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시점이 필라테스 운동방법의 시초이다.

조셉 필라테스는 부인과 함께 1926년 미국으로 건너가 컨트롤로지(Controlo

gy)라는 필라테스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어 미국 대중들에게 보급하였고, 기본

원리인 집중(Concentration)과 조절(Control), 호흡(Breathing), 직관력(Intui

tion)과 중심(Centering), 정확성(Precision), 유동성(Fluidity) 및 흐름(Follo

wing Movement)을 통해서 절제된 방식으로 여러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

을 길러주는 운동방법으로 진행하였다(김덕영, 2005).

필라테스 운동은 신체를 유연하게 만들고 균형있게 가꾸어 주게 되며 잘못된 

자세들을 올바로 잡아주게 되어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동시에 부드럽게 만들

어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전홍조 2002). 필라테스에서 수행되는 움직임들은 

사람의 신체와 정신의 집중이 요구하는데 파워하우스라고 불리는 코어근육에 

집중하여 깊은 호흡을 기초로 하여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몸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팔과 다리의 유연성으로 신체의 올바른 정렬은 물론 호흡조

절 등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스포츠나 재활에 있어서 여러 근육

들을 컨디셔닝하는데 보다 새로운 접근방법이다(정현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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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필라테스 운동은 몸의 외형에만 집중하게 되어 

근육의 양과 부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근육을 향상시키는 운동방법

이다. 필라테스는 신체의 근육들을 이완과 동시에 근육에 집중을 시켜 움직이는 

근력 운동법으로 근육들을 운동효과 이상으로 지치게 하지 않아 큰 고통 없이

도 자연스럽게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근육을 집중 단련하게 해주는 신체의 크고 

작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하여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까지도 

운동을 시켜 몸 전체의 근육을 골고루 발달과 강화시킨다(Siler, 2000). 

필라테스 운동은 파워하우스(power house)라는 코어, 몸 중심의 근육을 강

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필라테스 동작을 수행을 할 때는 

파워하우스를 안정화 시켜준 상태에서 방출되는 힘을 이용해서 평소에 사용하

지 않은 작은 근육들을 사용하고 강화시켜 주도록 한다. 따라서, 필라테스 운

동은 호흡(breathing)과 안정성(stability), 집중(concentration), 중심화(cen

tering), 조절(control), 정확성(precision) 및 흐름(flowing movement)의 7

가지의 기본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필라테스 운동은 이러한 기본원리를 기

초로 하여 최근의 필라테스는 인체를 잘 알 수 있는 생리학이나 해부학, 기능

학, 운동역학, 생체역학과 운동학습 등을 정교하게 접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론화시켜 좀 더 섬세하고 효과적인 필라테스 운동프로그

램으로 발전시켜 끊임없이 사람들의 신체에 접목하여 발전시킴으로서 세계적

으로 필라테스 운동은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오화정, 2006).

필라테스 운동은 특히, 누워서 수행하는 동작들이 많아서 중력의 영향을 적

게 받게 되며 관절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아 고령자나 출산 후 관절이 약해

진 산모들과 성인 여자들에게도 적절한 운동으로 적용하는 운동으로 반복된 동

작을 수행함으로써 강한 운동으로 코어근육들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중의 하나이다(문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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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라테스의 실제

그림 1. 다리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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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체숙이기(밴드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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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우(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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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플로리스트(flo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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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슴열어 어깨 스트레칭(써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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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힙 스트레치(hip str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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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근막이완(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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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프 문(half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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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00번 호흡하기(the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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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혈액성분

1.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혈중에서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백질과의 결합

한 상태인 Lipoprotein형태로 유입된다. Lipoprotein은 중심부에서 중성지방의 

콜레스테롤 및 아포 단백질이나 아포지질단백질이라고 불려지는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듯한 Micelle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스테로이드 핵을 가지고 있는 

27가지의 탄소로 구성된 불포화 알코올에 속해있는 화합물인 콜레스테롤은 인체 

내에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혈액 중에서 지방산과 결합한 콜레스테롤의 혼합물상

태로 약 70%, 나머지 30%는 Free Cholesterol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둘의 양자를 합하여 Total Cholesterol 이라고 한다(박대희, 2000). 

인체 내에서 합성이 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약 1.5g~2g 정도이며, 그 중에

서 70% 정도는 간에서 합성이 되고, 나머지는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 되는 콜레

스테롤의 양은 하루에 약 0.3g-0.5g 정도로 이 중에서 약 20%는 소장에서 흡

수되고 있고 남은 콜레스테롤은 그대로 장내세균에 의해서 변화되며 대변을 통

해서 인체 외부로 배설을 하게 된다. 또한, 식이에 의해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

의 양은 개별적으로 섭취하는 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의 섭취량은 

30-40%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박대희, 2000).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생체 내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여러 세포내의 소기관 

막의 구성성분이며, 모든 세포들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세포막에 유동성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인자이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은 지용

성비타민과 지용물질지방의 소화와 흡수에 필수적인 요소인 담즙산을 생성하는 

원인으로 스테로이드(Steroid)호르몬과 비타민의 전구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에 생체의 미묘한 부분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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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동맥의 벽면에 침체되어 있는 저밀도지단백콜레스

테롤(LDL-C)을 중재시켜주며 여러 콜레스테롤들을 간에서 작용을 할 수 있도

록 옮겨 이화배설작용을 진행하여 항 동맥경화로 인체 내에서 작용을 하게 된

다. 인체 내에서 존재하는 총 콜레스테롤(TC) 중에서 약 17%는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이고,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약 70%차지하고 있으며, 

남은 13%의 정도는 VLDL-C가 내재 되어있다(박대희, 2000). 

3.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저밀도지단백수용체(LDL-receptor)를 통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받아드린 후에 전이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증가하거나 세포표면 등에서 장애를 받게 되면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받아들여 전하는 것이 증가하게 되므로 세포내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것이 동맥경화증의 발생원인이라고 하였다

(임병규 등, 2003). 

LDL-C는 운동일지라도 45%이하의 저강도 운동 후에 LDL-C 수치는 유

의할 정도의 변화가 보이지 않다고 많은 선행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낮은 강도 운동은 장기간 꾸준히 적용하여 실시하더라도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포함한 다른 혈액요인들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며 

혈액성분에 대한 변화를 주기위한 운동프로그램이라면 운동을 실시할 때의 강

도는 최소 45% 이상으로 적용하여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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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성지방 (TG; Triglyceride)

중성지방은 인체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지방들 중 하나로 인체의 지방

조직 중에서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가지 중요한 대사계를 가지고 있

고 인간이 활동하는데 쓰이는 에너지원인 중성지방은 신체의 내부에 있는 

지방세포와 지포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대부분 음식물을 통하여 

흡수된다. 이것을 외인성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주로 간장과 피하조직에서 

저장되는데 이렇게 저장된 중성지방은 에너지원 중 당이 부족하거나 글리세롤

(Glycerol)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되어 혈중으로 내보내 진다(정현교, 2015). 중

성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비 에스테르형지방산(NEFA:non esterified 

fatty acid)은 간으로 옮겨지고 난 후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성되어 지는데 이것

이 혈중에 유입되면 내인성 중성지방이라고 하며 이후에 다시 지방조직에 재 흡

수되어서 인체에 저장되어 진다(박대희 2000).

C. 신체변화

신체변화에서 신체조성 성분은 화학적인 측면에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수

분 및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피부와 근육, 뼈 및 내장 

등 여러 기관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이러한 성립이 신체조성(Body Composition)

이라고 한다. 신체조성은 유전적이거나 신체활동, 식이습관 등이 사회적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며, 신체조성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체중과 근육량, 체지방

량, 제지방량, 신장 및 수분 등이 포함된다(유승희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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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지방

체지방은 신체의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 지방의 양을 말하며, 최근 비만의 정도

를 나타내는 표준지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비만정도는 건강체력에 대하여 관심

이 많아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한 요소를 부각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만으로 인하여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심장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원인으로 

관절의 부담을 주게 되어 골관절염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김경삼, 2004).

또한 체지방은 필수지방과 저장지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필수지방은 뇌와 

신경조직, 골수, 심장조직, 세포막 등과 같은 적절한 기능수행을 하는데 절대적

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지방이다. 저장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분류

하는데 그 축적량에 따라 과다하게 되면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 그 이후 발전하

게 되면 질병으로 전환된다(권종성, 2009). 

체지방량은 전체 체중에서 제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게로 나타낸 것이며 

체지방률이란 신체의 체중에 대한 체지방량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나타

낸 것이다. 성인남자의 평균 체지방률은 15-20%이며, 성인여자는 25-30%를 

넘게 되면 비만으로 판정한다(권종성, 2009).

  2. 제지방

제지방은 체지방을 제외한 체내의 수분, 단백질, 무기질과 기타 화학물질들을 

말한다. 체수분의 역할은 대부분 근육조직을 형성하게 하는 세포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근육은 전체의 73.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단

위부피당 수분의 함량은 매우 일정하다. 여기에 수분을 제외하게 되면 단백질

의 함량이 가장 높다. 신체 내 단백질은 두발과 피부, 근육, 뇌기능을 유지시키

고 성장, 면역, 영양소의 저장 등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기질은 신체조성 성분 중에서 4%를 차지해 성장과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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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생식에는 비교적으로 소량이 필요하다. 이는 인체 내에 존재하는 양을 

근거로 하게 되며 다량물질인 칼슘과 인, 나트륨, 염소, 칼륨, 마그네슘 및 황이 

있으며 무기질은 철, 요오드, 망간, 구리, 아연, 코발트와 불소로 나눈다(최지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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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W휘트니스 센터에 등록된 중년여성들로 본 연

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시키고 특정 질환이 없고, 실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중년여성(n=10)으로 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특성은 아래<표 1>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적인 특성                                    M±SD

항목

집단
신장(cm) 체중(kg) 체지방률(%) 체지방량(kg)

운동군(n=10) 160.50±3.86 52.35±4.17 29.50±1.37 15.43±1.46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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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항목 및 방법

  1. 혈액성분 검사

혈액성분 검사를 위해 대상자들은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하게 하였고 실

험당일에 상완정맥에서 10ml를 채혈하였다. 채혈한 후의 정맥혈은 3,000rpm으

로 원심분리를 한 후에 혈장과 혈청으로 분리하고 영하70~80℃에 동결하여 보

관 후에 분리된 혈청을 스포이드를 활용해 다른 튜브에 분리시키고 파라핀 랩으

로 밀봉시킨 뒤에 labeling을 통하여 -40℃의 냉동실에 보관 후에 혈액성분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2. 신체변화 검사

체성분 분석은 Bio-Space사의 In-Body 370으로 하였다. 이 측정법은 생

체전기저항분석법으로 최근에 체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으며 신체 내로 신호를 흘려주게 되면 그 전기는 도전성이 가장 높은 수

분을 따라서 흐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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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필라테스를 이용한 운동이 중년여성의 혈액성분과 신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험자 선정

  · 중년 여성

  · 운동그룹 10명

↓

사전 검사

  · 혈액성분(TG, TC, HDL-C, LDL-C)

  · 신체변화(체중, 체지방율)

↓

필라테스 운동프로그램 실시

  · 운동 형태 : 필라테스 운동

  · 운동 강도 : RPE : 11-15 

  · 운동 시간 : 일일 50분

  · 운동 빈도 : 주 3회

  · 운동 기간 : 총 8주

↓

사후 검사

  · 혈액성분(TG, TC, HDL-C, LDL-C)

  · 신체변화(체중, 체지방율)

↓

자료 처리

그림 10.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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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필라테스 운동은 다음<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필라테스 운동

구분 주차 운동프로그램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빈도

준비

운동
스트레칭

1~8주

40-60%

5분

주

3

회

본

운

동

1~8주

1. 폼롤러

2. 탄력밴드

3. 클래식티져

4. 필라테스 링

- 자가근막이완(폼롤러)

- 상체숙이기(탄력밴드)

- 소우(매트)

- 플로리스트(탄력밴드)

- V up(티져 밴드)

- 턱 누르기(링)

- 어깨스트레칭(링)

- 롤링(링)

- 힙 스트레치(링)

- 잭 나이프(링)

- 스완(폼롤러)

- 내전근 운동(링)

- 정강이 스트레칭(폼롤러)

- 겨드랑이 스트레칭(폼롤러)

- 트위스트(폼롤러)

- 고관절 스트레칭(폼롤러)

- 자전거 타기(폼롤러)

- 헬리콥터(폼롤러)

- 다잉버그(폼롤러)

- 써클 브릿지(링)

- 폼롤러 브릿지

- 런징 스와카데(티져 밴드)

- 크리스 크로스(링)

40분

정리

운동
스트레칭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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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다리 스트레칭

그림 12. 상체 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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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소우

그림 14. 플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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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V up

그림 16. 턱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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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어깨 스트레칭

그림 18.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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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힙 스트레치

그림 20. 잭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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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잭 나이프

그림 22.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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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내전근 운동

그림 24. 정강이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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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겨드랑이 스트레칭

그림 26.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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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고관절 스트레칭

그림 28. 자전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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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헬리콥터

그림 30. 다잉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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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써클 브릿지

그림 32. 폼롤러 프릿지



- 36 -

그림 33. 런징 스와카데

그림 34. 크리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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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도구

측정항목명 모델명 제조국 측정항목

신체변화 Inbody 370 Korea 체중, 체지방율

혈액성분 TBA-40FR Japan
TC, TG, 

HDL-C, LDL-C

신장계 G-Tech Korea 신장

F.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Window ver.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결과 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결과표에 제시하였으며, 운동그룹 내 전과 후의 차

이를 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 방법을 적용하였다. 모든 결과

의 통계 설정값은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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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혈액성분의 변화 

혈액성분의 변화는 <표 4>, <그림, 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TC는 사전 

221.50±19.03mg/dl에서 사후 189.16±16.41mg/dl로 감소하였고(p<.01), 

LDL-C는 사전 136.48±16.50mg/dl에서 사후 110.48±14.00mg/dl로 

감소하였으며(p<.01), TG는 사전 170.00±14.58mg/dl에서 사후 129.16 

±10.66mg/dl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또한, HDL-C는 사전 54.10±4.27mg/dl에서 사후 63.46±10.11mg/dl로 

증가한 결과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표 4. 혈액성분의 변화                                             M±SD

Pre-Test

(M±SD)

Post-Test

(M±SD)
t p

TC(mg/dl) 221.50±19.03 189.16±16.41 4.049 .001**

HDL-C(mg/dl) 54.10±4.27 63.46±10.11 -2.731 .041*

LDL-C(mg/dl) 136.48±16.50 110.48±14.00 4.631 .006**

TG(mg/dl) 170.00±14.58 129.16±10.66 4.060 .01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 39 -

0

50

100

150

200

250

TC(mg/dl) HDL-C(mg/dl) LDL-C(mg/dl) TG(mg/dl)

189.16

63.46

110.48

129.16

221.5

54.1

136.48

170

Pre-Test

Post-Test

그림 35. 혈액성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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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체의 변화 

  신체조성의 변화는 <표 5>,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신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체중은 사전 52.35±4.17kg에서 사후 51.65±3.93kg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체지방율은 사전 29.50±1.37%에

서 사후 28.15±1.43%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표 5. 신체의 변화                                                 M±SD

Pre-Test

(M±SD)

Post-Test

(M±SD)
t p

체중(kg) 52.35±4.17 51.65±3.93 2.178 .081

체지방율(%) 29.50±1.37 28.15±1.43 4.488 .006**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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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신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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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8주간 필라테스 운동으로 혈액

성분과 신체변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결과를 비

교․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A. 혈액성분의 변화

혈액 속 혈중지질의 증가는 심혈관 관련 질환의 주된 요인(정성태 등, 1994)으

로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병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Weinberger 

(1985), Hargreaves(1991)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콜

레스테롤이 상승하게 되면 관상동맥질환은 물론 동맥경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은 사람은 반대로 심장질환이

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이 줄어들지만 이에 반해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위험성

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김유섭, 1996).

총콜레스테롤은 정혜민(2006)의 연구에서 12주 동안 걷기운동이 운동그룹에

서 운동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Misra et al., 

(2008)은 중년남녀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저항성 운동이 총콜레스테롤의 감소

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재수(1998)와 김선호(2001)는 폐경기 여성들

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8-10주 동안 근 저항 트레이닝 후에 총콜레스테롤

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Arora et al.(2009)은 8주 동안 성인 남

녀를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이 총콜레스테롤의 유의한 감소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오대성 등(1998)의 연구에서 체지방율이 3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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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비만 여중생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유산소성 운동이 혈중 고밀도 지단백 콜

레스테롤의 농도가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고, 김현준 등(2008)의 연구에

서는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12주간 걷기와 밴드운동을 실시한 결과 고밀도 지단

백 콜레스테롤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박소현(2005)의 연구에서 뇌졸중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탄력밴드 운동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의 감소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박시영(2002)의 연구에서는 10주 동안 탄성밴드 

운동이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여성의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에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저

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혈중 중성지방은 운동 중에 지방산을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적은 

역할을 하지만, 운동이후 회복기 시에 근육은 중성지방을 공급하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운동 중에 중성지방은 운동시작 전과의 지질농

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운동 강도와 중성지방은 밀접한 관계

가 있다(이상현, 2002).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8주간 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한 결과 혈액성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 규칙적인 필라테스 운동 참여로 혈액을 개선시켜 중년여성들의 건강

을 증진과 유지로 인하여 노화 방지의 효과까지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필

라테스 운동을 실시한다면 혈액을 깨끗이 하여 각종 심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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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체의 변화 

신체의 변화에서 신체조성은 인체의 조직과 기관, 분자 및 원소 등에 대

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상대적인 비율을 구하는 

것으로 건강도의 판정이나 건강체력의 중요한 요소 등 몸에 좋은 건강의 

척도로 유용하게 사용한다. 신체조성 측정의 결과는 각종 질병에 대한 징후

를 발견하고 또한, 운동처방을 하는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피험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에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임관철 등, 2005). 

비만은 체중에 비해서 인체 내의 총지방량이 과도하게 증가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비만판정에 가장 대표적이고 적합한 지표는 체지방율로, 남성의 경우 평균 

체지방율은 15%이고, 여성의 경우 25%정도이기 때문에 남성은 체지방율이 20% 

이상일 경우, 여성은 체지방이 30% 이상일 경우에 비만이라고 한다(ACSM, 2005).

이러한 체지방율의 감소는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중감소와 체지방율

의 감소로 신체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은 비만인 

사람들의 체지방량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Bray, 1983), Andrew(1989)는 

복합운동인 유산소운동과 저항성운동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을 낮추고, 혈압을 내려주며 체지방율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안문용(2000)의 연구에서는 10주 동안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운동을 중년여성

들에게 실시하게 한 후에 신체조성 항목 중 체중과 체지방율이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고 하였으며, Dipero(1993)는 규칙적으로 실시한 운동이 체지방을 감소시

켰다고 하였으며, 황봉연(2007)은 탄력밴드를 활용한 저항성 운동이 활동체력의 

증가와 신체조성의 체지방율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효철(2011)의 연

구에서도 운동이 체지방량의 감소와 더불어 근육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규칙적이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체

형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운동이며, 중년기에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로 체형이 급격히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도구를 활용한 필라테스 운동은 체형

변화를 지연 시키고 예방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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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8주간 필라테스 운동을 하는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혈액성분과 신

체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연구로 필라테스 운동이 폐경기를 맞

이하는 중년기의 여성들에게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의 하나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 혈액성분의 변화

혈액성분의 변화는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서의 

감소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에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p<.01, p<.01, p<.01, p<.05). 

B. 신체의 변화

신체변화를 살펴보면 체중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체지방율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위의 결과를 살펴본 바 필라테스 운동은 중년기의 여성들에게 혈액성분을 개선

시키고 신체의 변화를 보여 건강을 유지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긍정적이고 효과

적인 운동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운동참여에 

따른 결과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장기간 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한다면 항노화 시대

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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