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2018년  8월
석사학위논문

필라테스 체어 운동이 폐경기 여성의 
하지 근력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체육학과
김   민   경

[UCI]I804:24011-200000267016



필라테스 체어 운동이 폐경기 여성의 
하지 근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ilates Chair Exercise on Lower-muscles 
Strength in Menopeusal Women

2018년  8월 24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체육학과

김    민    경



필라테스 체어 운동이 폐경기 여성의 
하지 근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서   영   환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체육학과

김    민    경





- i -

목     차

ABSTRACT
I.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목적 ·············································································································  3
C. 연구가설 ·············································································································  3
D. 연구의 제한점 ···································································································  4

Ⅱ. 이론적 배경 ······························································································  5
A. 필라테스 체어 운동 ·························································································  5
B. 폐경 ······················································································································  6

1. 폐경 ··················································································································  6
2. 폐경기 중년 여성의 건강 ············································································  7

C. 하지근력 ··············································································································  9

Ⅲ. 연구방법 ··································································································  11
A. 연구대상 ···········································································································  11
B. 연구절차 ···········································································································  12
C. 측정도구 ···········································································································  13
D. 측정방법 ···········································································································  14

1. 신체 조성 검사 ····························································································  14
2. 하지 근전도 검사 ························································································  14

E. 체어 운동 프로그램 ·······················································································  16
F. 자료처리 ···········································································································  22



- ii -

Ⅳ. 연구결과 ··································································································  23
A. 폐경기 여성의 신체 조성 변화 ···································································  24
B. 폐경기 여성의 하지 근력의 변화 ·······························································  25

1. 대둔근 ············································································································  25
2. 외측광근 ········································································································  26
3. 전경골근 ········································································································  27
4. 비복근 ············································································································  28

Ⅴ. 논 의 ········································································································  29
A. 신체 조성의 변화 ···························································································  29
B. 하지 근력의 변화 ···························································································  30

Ⅵ. 결 론 ········································································································  32

참고문헌 ·········································································································  33



- iii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  11
<표 2> 연구절차 ·······································································································  12
<표 3> 측정도구 ·······································································································  13
<표 4> 표면 전극 부착 위치 ·················································································  15
<표 5> 필라테스 체어 운동프로그램 ····································································  16
<표 6> 두 그룹의 정규성 검정 ·············································································  23
<표 7> 실험 전·후 신체 조성의 변화 ································································  24
<표 8> 실험 전·후 대둔근의 근활성도 변화 ····················································  25
<표 9> 실험 전·후 외측광근의 근활성도 변화 ················································  26
<표 10> 실험 전·후 전경골근의 근활성도 변화 ··············································  27
<표 11> 실험 전·후 비복근의 근활성도 변화 ··················································  28



- iv -

그 림 목 차

<그림 1> 필라테스 기구 체어 ················································································  6
<그림 2> 신체조성과 하지 근력 측정 도구 ·····················································  13
<그림 3> 펌핑 패러럴 슬로우 / 패스트 ····························································  17
<그림 4> 펌핑 세컨드 베리에이션 ·····································································  17
<그림 5> 펌핑 패러럴 어파트 ·············································································  18
<그림 6> 펌핑 원 레그 ·························································································  18
<그림 7> 고잉 업 프론트 ·····················································································  19
<그림 8> 고잉 업 사이드 ·····················································································  19
<그림 9> 펌핑 스탠드 프론트 ·············································································  20
<그림 10> 펌핑 스탠드 사이드 ···········································································  20
<그림 11> 텐돈 스트레치 ·····················································································  21



- v -

ABSTRACT

Effects of Pilates Chair Exercise 
on Lower-muscles Strength in Menopeusal Women

Kim, Min-gyeong
Advisor : Prof. Seo Yeong-hwan

 Department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ilates 
Chair exercise program for 8 weeks on the lower muscles strenth in 
menopausal wome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women in middle-aged with 
menopause period that a total of 16 subjects were divided into 8 women 
with Pilates Chair exercise(Exercise Group) and nd 8 women with 
Control Group. Primary and after 8-week tests were examined body 
composition and lower muscles EMG and the following conclisions 
were drawn.
  The body composition had no change weight, BMI, body fat 
percentage in both groups but Pilates chair exercise group had 
change skeletal muscle mass.
  Regarding change in the lower muscles EMG, pilates chair exercise 
groupshowed signifiant increase in gluteus maximus, vatus lateralis, 
tibialis anterior, gastrocnemius(p<.01,p<.01,p<.001, p<.05).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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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ibialis anterior, there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after the experiment(P<.01).
  In conclusion, Pilates chair exercise is a positive factor in improving  
skeletal muscle mass among menopausal women's body composition 
and lower muscles EMG and it can contribute to changes in skeletal 
muscle and an increase in leg strength as an important index of 
body composi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ilates chair exercise program can 
be recommended for the menopausal women '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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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24,65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5,790천명으로 남성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였다. 여성의 평균 수명 증가는 중년 및 노년 인구의 비
율이 증가될 것이고 이는 폐경기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201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여성의 중위연령 증가가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으며 특히 50세 이후 비율은 2010년에는 31.4%, 2050년에는 
30%가 증가한 62%로 예상된다. 
  생애주기로 살펴보는 여성은 크게 두 번에 걸쳐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 변화에 직면한다. 첫 번째는 사춘기라 불리는 청소년기로 성호르몬과 성장호
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는 2차 성징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바로 초경이다. 우리나라의 초경 연령은 지난 50년간 평균 6.6개월씩 빨라져 
2006년 조사에 의하면 12세 가량이었다(우옥영 2016). 조윤정(2016)에 따르
면 빠른 초경 연령은 성인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빨라진 초경 연령은 조기 폐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두 번째 사춘기라고 하는 폐경기는 노화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2011년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폐경 연령은 평균 49.4세
이다. 즉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의 1/3은 폐경 상태인 것이다. 임계윤(2013)
에 따르면 발한, 요실금, 안면홍조, 우울, 불안, 수면장애, 인지기능변화 등과 같
은 폐경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하며 이 중 1/4은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 
증상이다. 
  폐경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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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화가 급격하다. 난소에서의 에스트로겐(estrogen) 분비 저하는 생식능력의  
소멸과 동시에 비뇨생식기의 변화, 신경계 및 혈관성 변화, 근골격계 변화를 가
져오며(Carr, 2003) 이로 인해 허리통증, 관절통, 기억력 감소, 두통, 오한, 안
면홍조와 같은 증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난소의 기능 부전으로 발생하는 폐경은 복부의 내장지방이 증
가하는 중심성 체지방 체형으로 변화시키고(김명기 2003), 골격근량과 골밀
도의 감소 양상을 수반하여(Welch 2014), 중심성 비만을 물론이고 관절의 
강직, 요통, 저림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으로 발전한다(Shakhatreh & 
Mas’ad, 2006). 
  Phillips (1993)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하여 근력의 저하가 조기
에 발생하고 특히 60세 전후로 점진적으로 근력의 감소가 오는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를 전후로 하여 여성 호르몬의 감소에 따라 근골격계의 
급격한 영향을 미치고, 무릎과 같은 주요 관절에 관절염이나 근골격계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Cushnaghan & Dieppe, 1991). 
  폐경기 여성의 비만과 한정된 신체활동은 하지 근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골다
공증의 유병률을 높인다(송경애 외 2004, 김태희 외 2011). 저하된 하지 근력
은 신체의 균형력을 방해하여 보행 능력의 감소와 기능적 장애를 일으켜 낙상 
및 낙상 합병증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Roux, Briot, Horlait, 
Varbanov, Watts, & Boonen, 2007). 따라서 폐경기 중년 여성에 있어서 하지 
근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은 폐경으로 인한 여러 질병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필라테스는 조셉 필라테스가 1934년 출간한 ‘당신의 건강’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컨트롤로지(Contrology)라는 신체 조절 운동으로 지칭하는 운동
법이다(류지원 2014). 조셉 필라테스는 컨트롤로지 운동을 위해 다양한 기구들
을 고안하였고 대표적으로 리포머, 캐딜락, 운다 체어, 래더 배럴이 있다. 이 중 
운다 체어는 등 받침이 없는 의자의 형태로 페달에 걸려 있는 스프링을 이용하
여 실시하는 저항운동기구이다. 필라테스 체어 운동은 전신의 근육 균형과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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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근력 향상, 그리고 동작 재활 훈련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라테스 체어 기구를 통한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폐경
기 중년 여성의 하지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폐경기 여성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찬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필라테스 체어 운동을 통하여 폐경기 중년 여성들의 하지 근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 폐경기의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하
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폐경기의 건강에 고민하는 중년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필라테스 기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C.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은 폐경기 중년 여성들의 신체 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은 폐경기 중년 여성들의 하지 근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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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수반되어 진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Y센터에 등록된 폐경기 중년여성 16명으로 
제한하였다.

2. 본 연구 중 피험자들의 식습관 및 생활을 통제하지 못 하였다. 

3. 피험자들의 측정과 운동방법은 가능한 동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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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필라테스 체어 운동

필라테스는 조셉 필라테스가 고안한 운동으로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군인들
을 재활시키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후 댄서들의 자세 교정과 재활목적으로 발전
하여 오늘날의 형태를 이르게 되었다. 조셉 필라테스의 생전에는 컨트롤로지(Co
ntrology)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나 그의 사후 필라테스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윤숙향 2008, Eric et al., 2007, Cozen, 2000; Khan et al., 1998).
  필라테스 운동은 조셉 필라테스가 생전에 고안한 다양한 기구를 기반을 수행
하는 운동이다. 기구가 없는 경우 매트에서 실시하기도 하지만 필라테스 운동 자
체의 특이성과 고유성은 필라테스 기구에서 출발한다. 캐딜락, 리포머, 체어는 
저항력을 이요한 스프링이 사용되는데 레드 스프링은 1 inch(2.26cm)당 
5Ib(=2.26㎏), 블루 스프링은 1 inch(2.26cm) 당3Ib(=1.30㎏), 옐로우 스
프링은 1 inch(2.26cm)당 2.25Ib(=1.13㎏)의 저항력을 갖는다.
  체어 기구는 운다 체어(Wunda chair)라고도 하는데 등받이가 없는 의자 
형태를 가진다. 양 사이드에 핸들을 부착하거나 제거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페달 역시도 두 개를 결합하여 사용하거나 별개로 각각 사용하기도 한다(칼
랜다 정희2005, Stott Pilates, 2004).
  필라테스 체어 기구는 다른 필라테스 기구와 비교하여 그 크기가 작지만 
가장 강력한 근력 운동이 가능한 기구이다. 체어의 시트 부분에 앉거나 눕기
도 하고 시트에 서서 자세를 수행하기도 하며, 페달을 발로 누르거나 손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기구를 작동하여 복부의 코어를 비롯한 팔과 다리, 
등의 근육을 부분적으로 강화시키거나 전신의 근력을 강화시키데 효과적이다. 
Haiou et al. (2015)에 따르면 근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환자들도 체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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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거나 앉아서 하체의 근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구이면서 동시에 균형 감각 
향상과 요통의 완화와 요부 근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림 1. 필라테스 기구 체어

B. 폐경

1. 폐경

45세부터 60세까지의 중년기는 인생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변곡점으로 가정과 
사회적 관계에서도 변화를 겪는 일종의 심리적 과도기이며(박정은 외 2000) 여
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인 폐경이 불규칙한 월경의 시작으
로 나타는 시기다. 폐경은 난소의 기능 감소와 중단으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저
하되어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게 진행되다가 종국에는 월경이 중지되는 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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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력이 중단되는 시점이다(하영수 외 2003). 자연적 폐경은 무월경이 12개월 
지속되지만 병리적 원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한다. 폐경으로 단계는 총 
4단계로 폐경 이전기, 폐경 이행기, 폐경 이환기 전기, 폐경 이환기 후기로 나눌 
수 있다. 폐경 이전기는 대게는 규칙적인 월경이 유지되다가 이환기부터 여포자
극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월경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다. 폐경 이환기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기 시작되면 월경 주기의 개념이 사라지고 배란이 종료되고 월경도 
끝나게 된다. 

따라서 마지막 월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폐경이라 한다. 
  여성이 40대 중반에 들어서면 폐경 이환기가 시작되고 보통 4~5년 지속되면
서 소위 말하는 갱년기 기간에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종국에는 폐경이 되며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폐경은 평균 
49.4세로 보고되었다. 

2. 폐경기 중년 여성의 건강

폐경기 여성에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동반되며 이러한 증상은 폐경
에 가까워질수록 증가된다(장현정 외 2011).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두근
거림, 치아의 문제, 성기는 저하, 근력 약화, 안면 홍조, 작열감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더불어 불안, 우울, 분노,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증상이 간헐적이고 
중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폐경기의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골소실율이 증가하여 폐경 직후 
가장 높다. 특히 51-55세 사이의 골소실율은 8.5%로 나타났다(문선옥외 
2013). Vryondou와 Meirelles는 폐경기 여성은 또한 대사 증후군의 발병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폐경 그 자체가 대사 증후군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 된다
고 한다. 때문에 폐경을 기점으로 여타의 대사적 요인과 대사증후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할 것이다. 또한 난소의 기능 감소는 LDL 콜레스테롤 
수용체 활동 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관상동맥질환에의 위험성을 높이고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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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농도의 상승과 더불어 과혈당증으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Soliman 
2008). 때문에 폐경기 여성에 있어서 과체중과 비만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지표하는 것이 아니라 체조직과 피하층에 과도한 체지방이 쌓여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상태를 말한다(김명순 2010). 일반적으로 
여성의 신체 조성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의 체중과 제지방은 증가
하기 시작하다가 폐경 후에는 제지방을 감소하고 체지방은 증가하게 된다
(Maltais et al 2009).

이렇듯 다양하고 복합적인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폐경기 여성의 삶은 일상
생활 뿐만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폐경기 여성
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증상 완화 요법이 사용된다. 첫째로 약물 요법은 에
스트로겐과 같이 폐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시켜 폐
경으로 인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대한폐경학회 2007). 두 번째로는 비
약물 요법으로 파이토 에스트로겐과 같은 천연 호르몬을 이용하여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Rosenthal, 2008; 
Wepfer, 2001). 주로 콩과 같이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천연 에스트로겐을 
섭취하여 하는데 폐경 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체내에서 분비
되는 호르몬보다 활동성이 약하고 그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운동 요법으로 폐경기 여성이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폐경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삶을 질을 개선시킨다고 한다(Ağıl, Abıke, Daşkapan, 
Alaca, & Tzn, 2010). 

유산소성 운동에의 참여는 대사증후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저항운동과 
함께 복합 운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기능 및 근력향상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Choquette, Dion, Brochu & Dionne, 2012). 특히 Lee Y. H & 
Kim H. S(2008)은 최소 주당 3회씩 운동은 폐경기 여성의 우울증과 폐경 증
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며 주 3회 이상의 운동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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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하지근력

  하지는 걷기라는 움직임을 통해 이동을 가능하고 동시에 신체 지지한다. 하
지의 근력을 강화하고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운동 감각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체
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Lord, Clark, Webster, 1991). 그러나 하지의 
근력은 상지의 근력보다 보존성이 약하고 특히 30-80세 사이의 경우 허리와 
무릎의 근력 저하는 악력의 감소보다 더 크게 발생한다(Danneskiold-Samsøe, 
Kofod, Munter,Grimby, Schnohr, & Jensen, 1984). 특히 Viitasalo 외 
(1985)는 33-73세의 무릎 근력 비교 연구를 통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평
균 1.4%씩 총 42%의 근력 감소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인학 등(1997)에 따르면 저항성 운동을 통한 근력 향상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하지 근력의 강화는 돌발 상황에서의 균형회복능력을 향상
시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Wojcik et al, 2001). 또한 하지 근력의 강
화를 통해 관상동맥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무릎관절의 안정성 유지
화 상해에 도움을 준다(안나영, 이원재, 김기진 2013)

하지를 구성하는 근육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퇴부의 둔근군(Glut
eal group), 대퇴사두근(Quadriceps femoris), 햄스트링군(Hamstring group)
과 하퇴를 구성하는 비복근(Gastrocnemius)과 가자미근(Soleus), 그리고 전경
골근(Tibialis anterior)이 있다. 
  둔근군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둔근은 중요한 고관절 
신전근으로 엉덩이 후면에서 만져볼 수 있다. 대둔근은 천골 후면과 장골, 장골 
상둔선에서 기시하여 대퇴골의 둔근 조면과 장경인대에서 정지하며 하둔 신경
의 지배를 받는다. 대둔근은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달리거나 일반적인 보행 시 작용하는 중요한 근육이다. 
  대퇴사두근은 대퇴부의 전면에 위치하는 4개의 큰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릎 아래에 부착하여 무릎관절의 신전 작용에 관여한다. 대퇴사두근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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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세부 근육은 대퇴직근, 외측광근, 중간광근, 내측광근이다. 외측광근은 
대퇴골 후면의 조선에서 기시하여 슬개골과 슬개인대를 지나 경골 조면 부위에 
정지한다. 무릎관절의 신전에 작용하는 근육으로 대퇴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전경골근은 경골의 외측과 골간막 사이에서 기시하여 제1 중족골의 기저부와 
제1상설골에 부착된다. 발목의 배측굴곡과 내번 작용에 관여한다. 
  비복근은 내측두와 외측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대퇴골 내측상과와 외측
상과에서 기시하여 아킬레스건으로 되어 종골에 정지한다. 발목관절의 저측굴곡
에 관여한다. 전경골근과 비복근은 발목관절 움직임에 있어서 상호 반대되는 움
직임에 작용하고 서 있는 자세에서 가자미근과 함께 자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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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G광역시의 Y필라테스 센터에 등록된 폐경기에 접어들었
거나 폐경이 완료된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체어 운동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총 16명으로 구성하여 운동그룹(n=8), 통제그룹(n=8)으로 구분
하여 실시하였다. 필라테스 체어 운동프로그램 적용 중 특정 약물 및 보조제 복
용을 금지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의 신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M±SD
항목

집단
연령
(yrs)

신장
(cm)

체중
(kg)

운동그룹(n=8) 50.50±4.84 158.88±3.98 65.17±4.30

통제그룹(n=8) 51.63±4.37 157.25±2.76 65.47±8.86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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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필라테스 체어 운동을 실시하는 운동그룹은 주 3회 1일 50분

간 필라테스 체어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0주와 8주에 각각 신체 조성과 
하지근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표 2>와 같이 실시하였다.

  <표 2> 연구절차
피험자 선정

․ 폐경기 중년여성
․ 필라테스 체어 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자
․ 운동그룹 8명, 통제그룹 8명 선정 

↓
사전검사

․ 신체조성(체중, 신장, 체지방율)
․ 표면근전도기를 이용한 하지 근력 검사

↓
운동 프로그램 실시

․ 운동 형태 : 필라테스 체어 운동
․ 운동 강도 : RPE 13-17
․ 운동 시간 : 50분
․ 운동 빈도 : 주 3회
․ 운동 기간 : 총 8주

↓
사후검사

․ 신체조성(체중, 체지방율, 골격근량)
․ 표면근전도기를 이용한 하지 근력 검사

↓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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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측정도구

  <표 3> 측정도구
측정항목 모델명 제조국 측정요인

신체조성 InBody 770
Biospace Korea 체중, BMI, 체지방율, 

골격근량
신장 G-Tech Korea 신장

표면 근전도 검사 WEMG-8
(LXM5308) Korea 하지 근전도 측정

그림 2. 신체 조성과 하지 근력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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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측정방법

  1. 신체 조성 검사

  폐경기 중년 여성의 신체 조성을 검사하기 위해 Inbody 770을 사용하였다. 
신체 조성은 인간의 인체 구성 물질로 인바디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체수분, 단백
질, 무기질, 체지방으로 구성되며 체중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체지방과 제지방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Bray 2003) 주요 수치로 체중, BMI, 골격근량, 체지방률, 
기초대사량 등을 포함시킨다(이지현 2011). 
Nassis & Geladas(2003)에 따르면 노화와 지방, 특히 복부지방과는 관련성
이 높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50-59세에 복부 지방의 축척이 급증한다고 하여 
노화와 관련된 신체 조성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제지방의 감소
와 체지방의 증가임을 알 수 있다. 
  신체 조성 검사를 위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공복상태를 유지하게 하였고 측정 
2시간 전까지 물의 음용도 제한하였다. 실험 참가들은 모두 동일한 복장을 입
고 맨발로 기기에 올라 정해진 자세를 취하게 하여 신체 조성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취득된 산출물 중 체중과 BMI, 골격근량, 체지방율만을 추출하여 사용
하였다. 

  2. 하지 근전도 검사 

  폐경기 중년 여성의 하지 근육의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은 눕거
나 앉은 자세에서 스트랩을 밀거나 당기는 형식으로 양쪽 하지의 주요 근육들의 
근력을 측정하였다(Ireland et al., 2003; Willson & Davis, 2009). 측정은 최대 
등척성 근력을 측정하였고(MVIC: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각 
근육별로 총 3회의 측정하여 이를 평균한 측정값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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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근력의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LAXTHA의 WEMG530-8을 사용하였
다. 이 장치는 피부의 표면에 전극 스티커를 부착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근전도 신호 추출율은 1024헤르츠로 설정하였고 60헤르츠의 
노치필터를 이용하여 전기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였다(이호준 2015, 이경용 
2013).
  하지 근력을 측정하기 위한 각 전극의 부착 위치는 Delagi & Perotto(1981)
와 Cram et al., (1998), Queiroz et al., (2010)이 제시한 위치를 기준으
로 하여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전극 스티커 부착 지점은 알콜솜으로 
닦은 후 부착하였다. 

  <표 4> 표면 전극 부착 위치
대상 근육 표면 전극 부착 위치

대둔근
외측광근
전경골근
비복근

천추 아래 외측각과 대전자를 연결한 선의 중간 지점
대퇴 외측면의 슬개골 위 7cm 지점
경골 조면 아래 5cm과 경골능 외측 1츠이 교차된 지점
슬와부 내측 아래의 7c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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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체어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된 필라테스 체어 운동프로그램은 조셉 밀러의 클래식 필라
테스 체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폐경기 중년 여성에게 적합한 동작을 선정하여 
구성하여 <표 5>와 같이 적용하였다.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은 총 8주간 
주 3회 1일 60분을 실시하였다.

  <표 5> 필라테스 체어 운동프로그램

기간 운동방법 세트 운동
시간 운동강도 운동빈도

준비운동 5분

1주
-

8주

펌핑 패러럴 슬로우
펌핑 패러럴 패스트
펌핑 세컨드 베리에이션
펌핑 패럴럴 어파트
펌핑 원 레그
고잉 업 프론트
고잉 업 사이드
펌핑 스탠드 프론트
펌핑 스탠드 사이드
펌핑 스탠드 크로스오버
텐돈 스트레치

3set 50분 RPE 
13-17 주 3회

정리운동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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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펌핑 패러럴 슬로우 / 패스트

그림 4. 펌핑 세컨드 베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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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펌핑 패러럴 어파트

그림 6. 펌핑 원 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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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잉 업 프론트

그림 8. 고잉 업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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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펌핑 스탠드 프론트

그림 10. 펌핑 스탠드 사이드



- 21 -

그림 11. 텐돈 스트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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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료처리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21.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고 모든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 하였다.
  각 그룹의 실험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
하였고, 두 집단 간 실험 전과 후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적용하여 분석 실시하였다. 
  모든 결과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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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필라테스 체어 운동의 경험이 없는 폐경기 중년여성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험군에는 8주간의 필라테스 체어 운동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그룹은 대조군으로 처치하였다.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두 그룹의 나이, 신장, 체중에 
대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두 그룹의 정규성 검정                                       

group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나이
운동그룹 .140 8 .200* .933 8 .541
통제그룹 .159 8 .200* .959 8 .796

신장
운동그룹 .194 8 .200* .928 8 .497
통제그룹 .161 8 .200* .939 8 .603

몸무게
운동그룹 .132 8 .200* .939 8 .606
통제그룹 .147 8 .200* .947 8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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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경기 여성의 신체 조성 변화

  8주간의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두 그룹의 신체 조성의 변화
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실험 전·후 신체조성의 변화                            M±SD
변수 Pre-Test Post-Test t p

체중

운동그룹 65.17±4.30 64.50±4.31 1.721 .129
통제그룹 65.47±8.86 66.07±8.57 -3.550 .009**

t -.086 -.467
p .933 .648

BMI

운동그룹 25.85±2.00 25.55±1.67 1.821 .111
통제그룹 26.53±3.22 26.62±2.98 -.572 .585

t -.512 .617
p .067 .389

골격근량

운동그룹 24.48±1.15 24.71±1.14 -9.000 .000***

통제그룹 23.70±1.67 23.52±1.67 1.369 .213
t 1.154 1.654
p .268 .120

체지방률

운동그룹 32.21±3.66 32.28±3.80 -.129 .901
통제그룹 33.07±5.69 33.26±5.60 -.597 .569

t .252 .724
p -.407 .69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1, ***p<.001



- 25 -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그룹별 체중, BMI, 체지방률의 변화는 실험 
전과 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골격근량의 변화에 있
어서 필라테스 체어 운동 그룹의 경우에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룹간 신체조성의 변화는 실험전과 실험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 폐경기 여성의 하지 근력의 변화

  1. 대둔근

  8주간의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두 그룹의 대둔근의 근활성
도의 변화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실험 전·후 대둔근의 근활성도 변화                     M±SD
변수 Pre-Test Post-Test t p

대둔근

운동그룹 48.11±8.18 62.35±13.25 -4.734 .002**

통제그룹 56.49±11.66 56.71±11.39 -.181 .862
t -1.662 1.040
p .119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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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변화에 있어서는 운동 그룹의 대둔근의 
근활성도는 실험 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 그룹의 경우에는 실험 
전후 차이가 없었다. 
  그룹간 비교에서 있어서는 실험전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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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측광근

  8주간의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두 그룹의 외측광근의 근활
성도의 변화는 아래의 <표 9>과 같다.

  <표 9> 실험 전·후 외측광근의 근활성도 변화                    M±SD
변수 Pre-Test Post-Test t p

외측광근

운동그룹 39.32±12.32 52.75±12.62 -5.832 .001***

통제그룹 43.32±7.79 42.88±8.20 .313 .764
t -.776 1.854
p .450 .085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변화에 있어서는 운동 그룹의 외측광근
의 근활성도는 실험 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 그룹의 경우에는 
실험 전후 차이가 없었다. 그룹간 비교에서 있어서는 실험전후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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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경골근

  8주간의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두 그룹의 전경골근의 근활
성도의 변화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실험 전·후 전경골근의 근활성도 변화                   M±SD
변수 Pre-Test Post-Test t p

전경골근

운동그룹 26.08±4.99 37.86±5.19 -11.213 .000***

통제그룹 26.76±4.71 26.96±5.19 1.067 .321
t -.280 4.193
p .784 .00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변화에 있어서는 운동 그룹의 전경골
근의 근활성도는 실험 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 그룹의 경우에는 
실험 전후 차이가 없었다. 
  또한 그룹간 비교에서 있어서도 실험 후 두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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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복근

  8주간의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두 그룹의 비복근의 근활성
도의 변화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실험 전·후 비복근의 근활성도 변화                     M±SD
변수 Pre-Test Post-Test t p

비복근

운동그룹 42.86±7.89 52.38±9.69 -2.583 .036*

통제그룹 45.63±10.23 46.12±10.02 -.754 .475
t -.605 .555
p 1.26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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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변화에 있어서는 운동 그룹의 비복근
의 근활성도는 실험 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 그룹의 경우에는 
실험 전후 차이가 없었다. 그룹간 비교에서 있어서는 실험전후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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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폐경기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체어 운동프로그램을 
총 8주 동안 실시하여 신체 조성과 하지 근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
교·분석하여 폐경기의 건강과 삶의 질을 걱정하고 있는 폐경기 여성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유용하고 효과적인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A. 신체 조성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운동 전후
에 따른 폐경기 중년 여성의 신체 조성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체중, BMI, 체지방율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으나 운동 그룹의 경우에
는 골격근량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김진옥(2017)은 12주간 소도구 필라테스를 통해 여성 노인의 신체 조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체지방율의 감소와 근육량 증가의 결과를 얻었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했다. 최봉하(2007) 역시도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중이나 근육량에서의 신체 조성의 변화는 없었으며 배경진
(2009)의 연구에서도 체중과 체지방율의 감소는 보였지만 유의적이지는 못했
다. 반면 소위영 등(2009)이 12주간 노인을 대상을 한 탄력밴드 운동에서는 
체중과 체지방율, 근육량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김남정(2013)의 
연구에서도 12주간의 필라테스 매트 운동을 통한 비만 노인의 체중 감소와 정
지은(2012)의 연구도 체지방률과 골격근량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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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조성은 그 구성비율을 보고 비만이나 특정 질병 그리고 조기 사망 가능성
까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 건강 지표이다(Svendsen, Hassager, & Christiansen, 
1995). 폐경기 여성의 신체 조성은 폐경 6년 후 약 2.5kg의 지방이 증가한 반
면 제지방량은 3kg 감소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Poehlman 2002). 특히 김경
희(2015) 등에 따르면 폐경 전 여성의 골밀도는 비만과 지방량, 근육량이 유의
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신체 조성 중요 지표의 긍정적인 변화는 폐
경기 여성에게 중요한 요소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필라테스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이 이러한 신체 조성 지표의 변화에 상반된 결
과로 도출되는 것은 일정한 수준의 유산소성 운동과 운동 강소의 유지, 더불어 
식이가 통제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사료된다. 장지은(2013) 역시
도 노인의 신체 조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식이습관, 유산소 운동 
유지 및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운동 강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Amirsasan, 
R., & Dolgarisharaf, R.(2015)도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8주간의 필라테스 
운동과 더불어 다이어트 식단 제공을 병행한 결과 신체 조성(체중, 체지방율, 공
복혈당 등)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보더라도 필라테스 운동 프로그램과 함께 적
절한 식이습관이 제공된다면 긍정적인 신체 조성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사료된다. 

B. 하지 근력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필라테슨 체어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운동 전후에 
따른 폐경기 중년 여성의 하지 근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운동 그
룹의 대둔근, 외측광근, 전경골근, 비복근의 근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선행된 연구에 따르면 필라테스 운동은 골반과 고관절에 작용하는 근력과 유
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Culligan et al., 2010, Sekendiz, Al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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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kusuz, & Akın, 2007)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Lais 등(2015)가 4주 동안 주2회 필라테스 기구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무릎 관절의 근력이 향상되었고 김효진(2017)의 12주간의 필라
테스 스프링보드 운동 역시 근력 증가가 일어났다는 결과와 동일하다. 

스프링을 기반이 된 필라테스 기구들의 운동 프로그램은 저항성 운동의 결과
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60세 노인 여성들에게 주3회 6개월간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경과 근력이 증가(Nichols 1993)한 연구나 남성 15명을 대상으로 최대
강도의 저항성 운동 후 근력을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결과(Aagaard 2002)와 같
이 저항성 운동은 근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필라테스 체어 기구가 같는 이러한 특징 때문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문지현(2017)의 연구에서도 기구 필라테스 운동이 둔근의 활성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해림 등(2017)의 연구에서도 필라테스 운동이 폐경기 여
성의 여부 근력을 향상시켰다는 보고와 류시현 외 (2017)도 필라테스 운동이 
고관절과 슬관절의 근력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류시현의 연구에서 무릎과 발목관절의 주변 근력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한 점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전경골의 근활성도가 증가한 것과는 상반
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류 등이 시행한 필라테스 운동 프로그램이 매트 운동
에 국한된 것이고 본 연구의 결과는 필라테스 체어 운동을 프로그램을 적용한데
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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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8주간 필라테스 체어 운동프로그램이 폐경기 중년 여성의 하지 근
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폐경기에 접어든 중
년 여성 16명으로 구성하였고 운동그룹과 통제그룹으로 각각 8명씩 무작위로 
배치하여 실험 0주와 8주에 신체 조성과 하지근력 근전도 측정을 2회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체 조성에 있어서는 두 그룹의 체중, BMI, 체지방률의 변화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필라테스 체어 운동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골격근량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2. 하지 근력의 변화에 있어서는 필라테스 체어 운동 그룹에서 대둔근의 근활
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p<.01), 외측광근의 근활성도 역시 유의미하
게 증가하였다(p<.01). 전경골근과 비복근 역시 운동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증
가함을 확인하였다(p<.001, p<.05).

특히 전경골근의 경우에는 그룹간 비교에서도 실험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p<.01).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필라테스 체어 운동은 폐경기 중년 여성의 
신체 조성 중 골격근량과 하지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을 알 수 있다. 비록 체중과 체지방률의 감소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점이 아쉽지
만 신체 조성의 중요한 지표인 골격근량의 변화와 하지 근력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통해 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필라테스 체어 운동 
프로그램이 추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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