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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Instrument Pilates Exercise on Physical 

Change and Health Fitness of Adult Women 

An, Sang-G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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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s of instrument 

pilates exercise on body changes and physical fitness for a total of 8 

weeks in adult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12 adult 

women who only performed the instrument Pilates exercise without 

taking specific drugs and supplemen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based on the results of measuring body composition and health 

fitness before and after exercise. Body composition of adult women who 

performed instrument pilates exercise showed changes in body weight, 

body fat percentage and BMI,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ealth fitness category of the adult women who 

underwent instrument pilates exercise, the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cardiopulmonary endurance, and 

flexibility. 

Taken together, the instrument pilates exercise resulted in maintaining 

the proper level of body composition items and improving the heal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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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women. It is thought that this exercise can maintain and promote 

health for adult women. In the future, if we continue the long-term 

research on the instrument pilates movement, we will be able to prevent 

various adult disease and lead a happy life in healthy middle age and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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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건강의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다. 인식과 개념의 차이로 건강이

라는 것이 결코 단순한 개념의 시대가 아닌 것이다. 신체 기능상의 건강, 스트레

스로부터의 정신적인 건강, 외관적인 미의 건강 등 이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증

진에 관한 견해의 흐름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조깅, 1980년대 에어로빅, 1

990년대에는 근력강화와 유산소 운동 이었다. 과거에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

백질과 같은 보조식품을 함께 병행하는 식이요법 이였던 반면 현대에는 이제 웰

빙을 넘어서 Wellness와 Slow Exercise를 지향하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윤

택은, 2009).

이와 같이 운동을 통한 건강의 개념이 점차 바뀌고 흐르는 시대에 발맞춰 여

러 가지 운동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 중 필라테스는 변해가는 건강의 개념에 발

맞추는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이다. 필라테스는 특히 여성들의 몸매관리와 유연

성, 근육강화, 자세교정에 효과가 있는 운동이다(강윤명, 2011). 또한 필라테스

에는 요추와 복부, 골반 기저부를 포함한 파워 하우스라는 인체의 중심부를 강화

시켜 좋은 자세를 만들어준다(전홍조 등, 2007; 박미향, 2009). 특히 현대인들

은 정보화의 발달로 컴퓨터 사용 등 장시간의 좋지 않은 자세를 반복하며 건강

을 해치게 되고(김진수, 2019), 젊어서 바른 자세를 만들지 않으면 연령증가 중 

많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상해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즉, 중년 혹은 

노년에 신체적인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다면 개선하는데 더욱 어렵고 

성장기에 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이미 불균형이 심해지면 정상적인 성장에 장

애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성인여성은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 변화(임신, 출산, 폐경 등)로 신체

구성이 변화한다. 체중증가로 남성비만 보다 질환별 유병율이 높아지고 그 중 심



- 2 -

혈관계 질환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윤은선 등, 2008). 한편 필라테스는 신

체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조완주 등(2011)은 

비만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요가와 필라테스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체지방량

과 체지방률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전체적인 필라테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면, 향후 후속연구는 

필라테스를 세부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운동프로그램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전까지의 필라테의 운동 효과의 중점이 체형개선

이나 자세교정 같은 신체 밸런스에 관한 효과가 많은 반면, 기구 필라테스를 통

한 종합적인 건강체력과 관련한 효과검증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렇듯 필라테스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필라테스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운동법에 관한 세부적인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운동 중에서 기구를 통한 효과적

이 운동 방법인 기구 필라테스를 적용시켰다. 신체적인 운동효과로써 신체변화와 

건강체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각종 필라테스 운동의 효

과 차이에 대한 비교와 참고 자료로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총 8주 동안 성인여성들에게 기구 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하여 신

체변화와 건강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바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여성들의 신체균형과 건강체력을 향상시켜주고 건강증진을 위한 운

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

적을 두었다.



- 3 -

C.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기구 필라테스 운동프로그램이 성인여성들의 신체변화(체중, 체지방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기구 필라테스 운동프로그램이 성인여성들의 건강체력(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1. 연구대상자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및 패턴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2. 연구 대상자들의 생리적, 심리적, 유전적, 개인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3. 특정지역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피험자들의 사례수가 많지 않

아 모든 결과의 값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 4 -

Ⅱ. 이론적 배경

A. 필라테스(Pilates)

필라테스(Pilates)는 20세기 초기 독일출신 Joseph Hubertus Pilates에 의

해 개발되었으며, 개발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운동이다. 주요 효과와 특징은 신

체를 유연하게하고 바르지 못한 자세를 균형적으로 정렬시켜주며, 근육을 강화

시켜주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siler, 2000). 필라테스 운동의 시

초는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도중에 영국의 부

상당한 군인들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병상침대 스프링 등을 이용해 환부를 보호

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실행되었다. 병원 의사들과 함께 신체의 올바른 균

형개선을 위해 바닥에서 매트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기초로 하여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호전되는 증상을 관찰하던 시점이 필라테스 운동의 

시초이며, 전쟁 이후 독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필라테스 기구와 운동 동작을 다

시 정립하게 되었다.(한성미, 2005). 이후 조셉 필라테스는 부인과 미국으로 건

너가 Contrology라는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어 미국 대중들에게 필라테스를 보

급하였다. 기본원리인 집중(Concentration), 조절(Control), 호흡(Breathing), 

직관력(Intuition), 중심(Centering), 정확성(Precision), 유동성(Fluidity) 및 

흐름(Following Movement)을 통해서 절제된 방법으로 여러 근육들의 강화 

및 유연성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을 진행하였다(김덕영, 2005). 

이러한 과정을 지나오면서 오늘날의 필라테스는 재활 및 체형교정, 외관상의 

미 등 많은 이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구성은 특별한 기구없이 매트위에서 맨손으로 실행하는 매트 필라테스와 특정 

신체부위를 효율적으로 단련하기 위해 고안해낸 기구들을 이용하는 기구 필라

테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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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트 필라테스

매트 필라테스는 기본적으로 맨몸 필라테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기구없이 맨몸과 소도구만을 이용해 매트위에서 자신의 신체능력과 감각에 의

존해 실행하는 운동방법이다. 

500여 가지의 운동동작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매트 필라테스의 자

세는 Supine과 Prone, Knelling, Lateral로 구분하고 각각의 자세들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근력강화, 신체균형, 유연성 증가, 통증완화, 스트레스 해

소 등의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류지원, 2014).  

2. 기구 필라테스

조셉 필라테스는 필라테스운동을 통해서 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필라테스 운동기구를 꾸준히 개발해왔었다. 그 중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것

이 리포머(Reformer)와 캐딜락(Cadillac), 필라테스 체어(Pilates-chair), 래더

베럴(Ladder Barrel)이다.

리포머는 침대모양의 기구로 기구 필라테스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이다. 처음 리포머를 개발할 당시 병원의 병상침대를 가지고 침대 스프링을 

변형해 결합한 것이 시초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그 원리를 이용해 사용하기 편하

도록 고안해 내어 보급 되었다. 스프링을 이용하고 팔과 다리에 스트랩을 고정시

켜 레일에 따라 밀고 당기며 유연성 및 근력강화를 동시에 유도하는 저항운동이 

가능한 기구이다.  



- 6 -

그림 1. 리포머(Reformer)

캐딜락은 필라테스 운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중 가장 부피가 큰 기구이며, 로프

(Rope)와 스프링을 통한 다양한 전신운동이 가능한 기구이다. 때문에 사용부위

가 아닌 다른 부위도 협응근 작용으로 운동효과가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해부학적 운동들을 모두 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류

지원, 2014).  

그림 2. 캐딜락(Cadil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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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체어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구로써 근

육의 강화와 유연성을 길러주데 도움을 주고 재활의 용도로도 쓰인다. 주로 앉거

나 누워서 동작을 만들고 스프링의 저항을 이용해 수십 가지의 동작이 가능한 

저항운동 기구이다. 

그림 3. 필라테스 체어(Pilates-Chair)

레더베럴은 베럴과 사다리가 결합된 기구로 거리조절이 가능해 개개인의 신체 

조건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등 부위를 베럴쪽에 대고 

굽은 척추를 다시 늘려준다거나 다리를 베럴에 올려 뒤쪽 허벅지를 스트레칭해

주는 등 다른 기구들과 다르게 비교적 단순한 동작들이 많으며, 어깨와 등을 지

지할 수 있게 아치 모양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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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래더베럴(Ladder Barrel)

B. 필라테스의 운동효과

1. 근력강화 효과

필라테스는 근육의 질(quality)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으로 근육의 부피를 증가

시켜 신체의 외형에 중점을 두는 기타운동과는 다르다(김보민, 2010). 

Power house를 집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대근육과 소근육은 물론 평소

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까지 운동 할 수 있어 전체 근육을 고르게 발달 및 강

화시킨다. 신체이완을 통해서 움직이는 근육에 집중하는 운동으로 근육에 불필요

한 피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근 통증을 최소화 하면서 근력강화를 할 수 있다. 

근육의 최대 효과를 위해 정해진 운동 횟수대로 연속적인 운동을 시행하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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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근육통증으로 최대한의 근육강화를 시킨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여성에

게 좋은 운동으로 신체적인 외관은 필라테스를 통한 근육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함께 작용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Siler, 2002).

2. 신체 불균형을 통한 통증 감소

우리 몸의 신체 균형은 신체 정렬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렬이란 plumb line으

로 추선을 뜻하며, 인체를 해부학적 자세로 볼 때 수직면에 해당한다(윤숙향, 

2008). 신체정렬이 일상생활 중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영향

을 받아 바르지 못하게 변형되면 신체 불균형이라고 한다. 

요통 및 고관절,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은 신체 불균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

으며 올바른 신체정렬을 통해 신체 밸런스를 교정하면 이러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신체 균형의 정렬상태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미적인 면과 함께 질

병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있어 

신체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백남섭, 김효철, 2000). 

따라서 올바른 신체정렬을 통하여 신체의 균형을 바르게 개선하면 그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근육 및 골격, 관절 등 신체지지 역할을 하는 신체구

조를 바르게 정렬시킴으로서 외관의 미적인 효과와 더불어 신체적인 기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3. 척추강화 효과

필라테스 운동을 통해 척추를 바르게 정렬시킬 수 있다. 척추와 골반은 실질적

으로 신체기능 실행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체간의 안정성 유지를 담당하고 척추

는 체간의 기둥으로 그 기능을 하게 된다(민경옥, 1991). 척추 관절 사이 간격

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허리의 유연성을 늘려주고 신체를 바른 자세로 개선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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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강화에 효과적이다. 또한 삐뚤어진 골반의 위치를 바르게 정렬해 복부근육을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으며 척추를 주위에서 곧게 받쳐줄 수 있다. 

필라테스는 척추의 바른 자세는 물론이고 척추질환 예방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을 미연에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김혜진 등, 2008). 

C. 신체조성에 의한 신체변화

신체조성이란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수분, 골격, 근

육, 지방 등 신체의 구성물질들의 종류 또는 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인간의 신체구성성분을 화학적 분류를 해보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수분 

그리고 무기질 등이 있다. 조직적인 분류는 피부, 근육, 뼈, 내장 등 여러 기관

으로 나뉘어 진다(조현철, 2004). 신체조성은 건강과 체력에 깊은 연관성을 가

지고 있으며, 유전이나 연령 및 성별, 식습관과 활동습관 등 다양한 영향을 받

게 된다. 따라서 유전 및 연령, 성별과 같은 요인에서는 개선이 어려움으로 식

습관이나 운동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적인 면에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는 일반적으로 체지방(Body fat) 또는 제지방 체중(Lean Body Weigh

t)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체지방은 필수지방과 저장지방으로 분류되며, 제지방

은 근육과 골, 체수분 및 내장기관, 무기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체지방량이 낮을

수록 제지방량은 높아진다(박봉섭, 2007).

체중은 신체조성의 총 측정치로써 신체의 무게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분류를 크게 나누면 체지방과 제지방으로 나눈다. 체지방량이란 필수지방과 

저장지방량을 포함한 인체의 지방에 해당하는 무게를 모두 합산해 나타내고, 

체지방량을 다시 체중의 총량에서 체지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

낸 것을 체지방률이라 하며,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함께 

비만의 척도적인 지표로써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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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의 개념은 과체중이 아닌 신체구성비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과다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아시아-태평양 비만진단기준             (대한비만학회, 2000)

분류 BMI(kg/m2)

저체중 18.5이하

정상체중 18.5~22.9

과체중 23~24.9

1단계 비만 25~29.9

2단계 비만 30~39.9

고도 비만 40이상

D. 건강체력

체력이란 피로 및 질병에 대항 할 수 있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

다. 한 가지 요소로만 체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체력관련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평가해야 한다. 신체적인 체력은 다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체력의 여러 분류에서도 건강체력은 신체적인 요소들을 

총칭해 일컷는 지표로 신체의 기본적인 건강수준을 대변 할 수 있는 요소이다. 

전체적인 건강체력의 수준이 높다면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운동능력이 높고 건

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의미 할 수 있다. 반대로 건강체력 수준이 낮다면 건

강상 문제가 있거나 활동량의 부족으로 인한 각종 생활습관병에 노출되기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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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건강체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을 하

는데 일차적으로 동원되는 신체적 수준으로 각종 성인별을 예방하고 활기찬 삶

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체력이다(정혜민, 2010).

규칙적인 운동습관이 체력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에는 수많은 연구를 토대로 

이미 일반화되었다. 건강체력의 수준은 실제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강체력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심폐지구력과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과 신체조성으로 구분하며, 개인의 운동습관 및 건강과 관련성이 높다

(ACSM, 2006).

유연성

Flexibility

신체조성

Body 

composition

근력

Muscular 

strength

근지구력

Muscular 

endurance

심폐지구력

Cardiovascular 

endurance

건강관리체력요소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그림 5. 건강관련체력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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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의 피험자 선정은 G광역시 Y필라테스 센터에 등록된 성인여

성들을 대상으로 특정 약물복용이나 질환이 없는 대상자로 본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을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실험참여의사를 밝힌 성인여성 10명

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 신체적인 특성은 아래<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신체적인 특성                                    M±SD

대상(N) 신장(cm) 체중(kg) 체지방율(%) BMI(kg/㎡)

필라테스 운동그룹

(N=10)
161.26±5.37 55.40±7.14 25.86±6.02 21.26±2.3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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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절차

본 연구는 기구필라테스 운동을 성인여성의 신체변화와 건강체력의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절차를 설계하였다. 

  <표 3> 연구 절차

피험자 선정

· 성인 여성(10명)

· 기구 필라테스 운동그룹 10명

↓

사전 검사

· 신체변화(체중, 체지방율)

· 건강체력(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

기구 필라테스 프로그램 실시

· 운동 형태 : 기구 필라테스

· 운동 강도 : 50-70% HRmax

· 운동 시간 : 일일 50분

· 운동 빈도 : 주 3회

· 운동 기간 : 총 8주

↓

사후 검사

· 신체변화(체중, 체지방율)

· 건강체력(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

자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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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항목은 아래<표 4>와 같다.

  <표 4> 측정 도구

측정도구명 모델명 제조국 측정항목

체성분검사 Inbody 370 Korea 체중, 체지방율

디지털악력계 TKK-5401 Korea 악력

순발력측정기 NJM-425 Korea 제자리멀리뛰기

신장계 BSM370 Korea 신장

유연성측정기 PT좌전굴측정기 Korea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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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측정 항목 및 방법

  

  1. 신체조성 검사

신체성분 분석은 Bio-Space사의 In-Body 370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방법은 생체전기저항분석법으로서 현재 국내 실험연구에서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신체 내로 신호를 흘려주면 그 전기는 도전성이 가

장 높은 수분을 따라서 흐른다. 

2. 체력요인 검사

   a. 근력(악력)

체력 측정요인 중 근력측정은 근력의 대표적인 측정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악력

은 악력계를 사용하여 2회 또는 3회 측정을 한다. 측정 중에서 최대의 값을 표

기하며, 측정 중에는 악력계가 신체에 닿지 않도록 하며, 양팔은 움직이지 않도

록 하고, 악력계는 아래를 곧바로 보도록 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b. 근지구력(윗몸교차일으키기)

  근지구력 측정방법은 윗몸교차 일으키기를 사용하였다. 매트 위에 누워서 무

릎은 90도로 구부린 후에 누운 자세에서 시작 신호음과 동시에 1분 동안 반복

적으로 수행한 횟수를 측정한다. 윗몸교차일으키기는 정확한 자세로 수행되었

을 때만 카운터로 인정하였다. 또한, 사전에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측정 전 설명 후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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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 측정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측정하였다. 양발을 가지런히 모아 

무릎을 굽히지 않고 윗몸을 앞으로 굽혀 손끝을 미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손끝

으로 밀고 더 이상 밀지 못하는 시점에서 기기의 계기판 수치를 측정한 값을 적

용하였다. 그리고 몸의 반동을 이용하지 않게 하였다.

    d. 심폐지구력(20m 왕복 오래달리기)

  심폐지구력 측정은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측정하였다. ‘출발’신호에 맞추

어 대상자는 출발을 한다. 대상자는 CD나 테이프에서 나오는 신호음이 들리기 

전까지 20m 거리를 가로질러서 다음 선에 도달할 때까지 달리고 다음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호음이 울리게 되면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다시 

달린다. 대상자가 실시한 최대 왕복 횟수를 측정 단위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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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대기구 준비운동 프로그램

주  차 1주 ~ 4주 5주 ~ 8주

동작 명칭
운동 강도 / 천천히

(스프링 및 횟수)
동작 명칭

운동 강도 / 조금

빠르게

(스프링 및 횟수)

기본 스프링은 Ⓑ 3개 Ⓡ 1개 Ⓨ 1개 총 5개를 사용합니다. 

스프링의 강도는 스프링의 색으로 구분합니다. 강도는 Ⓡ 〉Ⓑ 〉Ⓨ 순입니다.

Ⓑ Blue / Ⓡ Red / Ⓨ Yellow

준

비

운

동

1

5

분

리

포

머

베

이

직

1 풋워크-토스 Ⓑ 2 / 5회 1 풋워크-토스 Ⓑ 3 / 10회

2 풋워크-아치 Ⓑ 2 / 5회 2 풋워크-아치 Ⓑ 3 / 10회

3 풋워크-힐스 Ⓑ 2 / 5회 3 풋워크-힐스 Ⓑ 3 / 10회

4 풋워크-텐돈스트레치 Ⓑ 2 / 5회 4 풋워크-텐돈 스트레치 Ⓑ 3 / 20회

5 헌드레드 Ⓑ 1 Ⓨ 1 / 50회씩2회 5 헌드레드 Ⓑ 2~3 / 100회씩1회

6 숏박스- 라운드 Ⓑ 3 (고정용) / 5회 6 숏박스- 라운드 Ⓑ 3(고정용) / 5회

7 숏박스- 플랫 Ⓑ 3 (고정용) / 5회 7 숏박스- 플랫 Ⓑ 3(고정용) / 10회

8 숏박스-사이드투사이드 Ⓑ 3 (고정용) / 각5회 8 숏박스-사이드투사이드 Ⓑ 3(고정용) / 각10회

9 숏박스-트리 Ⓑ 3 (고정용)/각 1세트 9 숏박스-트리 Ⓑ 3(고정용) /각 2세트

10 엘리펀트 Ⓑ 2 / 10회 10 엘리펀트 Ⓑ 3 / 20회

11 스토머 마사지-라운드 Ⓑ 1 Ⓨ 1 / 5회 11 스토머 마사지-라운드 Ⓑ 2 / 10회

12 스토머 마사지-핸즈백 Ⓑ 1 Ⓨ 1 / 5회 12 스토머 마사지-핸즈백 Ⓑ 2 / 10회

13 스토머 마사지-리치업 Ⓑ 1 Ⓨ 1 / 5회 13 스토머 마사지-리치업 Ⓑ 2 / 10회

14 레그 써클 Ⓑ 2 / 각5회 14 레그 써클 Ⓑ 3 / 각10회

15 프로그 Ⓑ 2 / 10회 15 프로그 Ⓑ 2 Ⓨ 1 / 20회

16 니 스트레치- 라운드 Ⓑ 2 / 5회 16 니 스트레치- 라운드 Ⓑ 3 / 10회

E. 기구 필라테스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에서의 기구 필라테스 운동은 8주간 주3회 일일 50분씩 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기구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기구 필라테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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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니 스트레치- 아치 Ⓑ 2 / 5회 17 니 스트레치- 아치 Ⓑ 3 / 10회

18 니 트레치-니스 오프 Ⓑ 3 / 5회 18 니 트레치- 니스 오프 Ⓑ 3 / Ⓡ 1개 10회

19 런닝 Ⓑ 2 / 5회 19 런닝 Ⓑ 2 / 10회

20 펠빅 리프트 Ⓑ 2 / 5회 20 펠빅 리프트 Ⓑ 2 / 10회

필라테스 대기구 본운동 프로그램
주  차 1주~4주 5주~8주

동작 명칭
운동 강도/천천히

(스프링 및 횟수)
동작 명칭

운동 

강도/조금빠르게

(스프링 및 횟수)

본

운

동

2

5

분

체어

1주 

1회차

( 25분 )

매트 시리즈

50회씩 2회
매트 시리즈

100회 1회
1 헌드레드 1 헌드레드

2 싱글 레그 스트레치 6회 2 싱글 레그 스트레치 10회

3 더블 레그 스트레치 6회 3 더블 레그 스트레치 10회

4 싱글 스트레이트 레그 6회 4 싱글 스트레이트 레그 10회

5 더블 스트레이트 레그 6회 5 더블 스트레이트 레그 10회

6 크리스 크로스 6회 6 크리스 크로스 10회

핸들 시리즈

각 5회

핸들시리즈

각 10회
1 더블 레그 펌핑

:토스/아치/힐스
1 더블 레그 펌핑

:토스/아치/힐스

2 펌핑 원 레그:토스/힐스 3회씩 1세트 2 펌핑 원 레그:토스/힐스 6회 1세트

3 고잉업 프론트 1 / 2/ 3 5회씩 1세트 3 고잉업 프론트 1 / 2/ 3 10회씩 1세트

4 고잉업 사이드 1 / 2 5회씩 1세트 4 고잉업 사이드 1 / 2 10회씩 1세트

5 스탠딩 레그펌프-프론트 각 5회 5 스탠딩 레그펌프-프론트 각 10회

6 스탠딩 레그펌프-사이드 각 5회 6 스탠딩 레그펌프-사이드 각 10회

7
스탠딩 레그펌프

-크로스 오버
각 5회 7

스탠딩 레그펌프

-크로스 오버
각 10회

8 아킬레스 스트레치 각 8회 8 아킬레스 스트레치 각 16회

9 프레스 업 페이싱 인 2회 9 프레스 업 페이싱 인 4회

10 프레스 업 페이싱 아웃 2회 10 프레스 업 페이싱 아웃 4회

바렐

1주 

2회차 

(25분)

1 모디파이드 스완다이브 2회 1 모디파이드 스완다이브 4회

2 스완 다이브 2회 2 스완 다이브 4회

3 호스백  1 / 2 각 3회 3 호스백  1 / 2 각 6회

4 숏박스- 라운드 5회 4 숏박스- 라운드 10회

5 숏박스- 플랫 5회 5 숏박스- 플랫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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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숏박스-사이드투사이드 3회 6 숏박스-사이드투사이드 6회

7 숏박스-트위스트 리치 5회 7 숏박스-트위스트 리치 10회

8 숏박스-라운드 더월드 1세트 8 숏박스-라운드 더월드 2세트

9 모디파이드 사이드싯업 각 3회 9 모디파이드 사이드싯업 각 6회 

10 사이드 싯업 각 3회 10 사이드 싯업 각 6회

11 사이드 스트레치 3회씩 1세트 11 사이드 스트레치 6회씩 1세트

12 트리 프리퍼레이션 3회 1세트 12 트리 프리퍼레이션 6회씩 1세트

13 발레 스트레치-프론트 2회 13 발레 스트레치-프론트 4회

14 발레스트레치-글루티얼 2회 14 발레스트레치-글루티얼 4회

15 발레 스트레치- 사이드 각 2회 15 발레 스트레치- 사이드 각 4회

16 발레 스트레치- 백 각 2회 16 발레 스트레치- 백 각 4회

17 사이 스트레치 각 2회 17 사이 스트레치 각 4회

18 백워드 스트레치 각 2회 18 백워드 스트레치 각 4회

캐딜락

1주 

3회차

( 25분 )

인터미디엇

3회

인터미디엇

6회
1 푸쉬 스로우 롱 1 푸쉬 스로우 롱

2 티저 프리퍼레이션 3회 2 티저 프리퍼레이션 6회

3 싯 업 3회 1세트 3 싯 업 3회 2세트

4 어퍼 암 3회 4 어퍼 암 6회

5 티저 1회 5 티저 2회

6 리버스 푸쉬 스로우 3회 6 리버스 푸쉬 스로우 6회

7 싯팅 프레스 다운 3회 7 싯팅 프레스 다운 6회

8 싯팅 머메이드 3회 8 싯팅 머메이드 6회

9 닐링 프레스 다운 3회 9 닐링 프레스 다운 6회

10 닐링 머메이드 3회 10 닐링 머메이드 6회

11 하프 스완 2회 11 하프 스완 4회

12 스완 2회 12 스완 4회

13 푸쉬 스로우 숏 5회 13 푸쉬 스로우 숏 10회

14 밴드앤드 스트레치 2회 14 밴드앤드 스트레치 4회

15 파라킷 1회 15 파라킷 2회

16 몽키 3회 16 몽키 6회

17 타워 1회 17 타워 2회

18 힙 스트레칭 2세트 18 힙 스트레칭 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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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대기구 정리운동 프로그램

주  차 1주~4주 5주~8주

동작 명칭
운동 강도/천천히

(스프링 및 횟수)
동작 명칭

운동 

강도/조금빠르게

(스프링 및 횟수)

정

리

운

동

1

0

분

캐딜락

베이직

각 3회

베이직

각 6회
1 롤백 1 롤백

2 프로그 5회 2 프로그 10회

3 레그 써클 각 3회 3 레그 써클 각 6회

4 워킹
8번 교차하여 

2회
4 워킹

8번 교차하여 

4회

5 비트 4번씩 2세트 5 비트 4번씩 4세트

6 바이씨클 각 5회 6 바이씨클 각 6회

7 써큘러 프로그 각 3회 7 써큘러 프로그 각 5회

8 스트레이트 암 3회 8 스트레이트 암 6회

9 써클 각 3회 9 써클 각 6회

10 트라이 셉 각 3회씩 1세트 10 트라이 셉 각 3회씩 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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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운동

리포머-풋워크-토스 리포머-풋워크-아치

리포머-풋워크-힐스 리포머-풋워크 -텐돈스트레치

리포머-헌드레드 리포머-숏박스-라운드

그림 6. 준비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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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운동

리포머-숏박스-플랫 리포머-숏박스-사이드투사이드

리포머-숏박스-트리 리포머-엘리펀트

리포머-스토머 마사지-라운드 리포머-스토머 마사지-핸즈백

그림 7. 준비운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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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운동

리포머-스토머 마사지-리치업 리포머-레그 써클

리포머-프로그 리포머-니스트레치-라운드

리포머-니스트레치-아치 리포머-니스트레치-니스오프

그림 8. 준비운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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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운동

리포머-런닝 리포머-팰빅리프트

그림 9. 준비운동 4

본 운동 / 월요일

체어매트-헌드레드 체어매트-싱글레그스트레치

체어매트-더블레그스트레치 체어매트-싱글스트레이트레그

그림 10. 본 운동 1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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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동 / 월요일

체어매트-더블스트레이트레그 체어매트-크리스크로스

체어핸들-더블레그 펌핑-아치 체어핸들-더블레그 펌핑-토스

체어핸들-더블레그 펌핑-힐스 체어핸들-펌핑원레그-토스

그림 11. 본 운동 2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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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동 / 월요일

체어핸들-펌핑원레그-힐스 체어핸들-고잉업프론트-1

체어핸들-고잉업프론트-2 체어핸들-고잉업프론트-3

체어핸들-고잉업사이드-1.2 체어핸들-스탠딩레그펌프

그림 12. 본 운동 3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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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동 / 월요일

체어핸들-스탠딩레그펌프 사이드 체어핸들-스탠딩레그펌프 크로스오버

체어핸들-아킬레스스트레치 체어핸들-프레스업 페이싱인

체어핸들-프레스업 페이싱아웃

그림 13. 본 운동 4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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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동 / 수요일

바렐-모디파이드스완다이브 바렐-스완다이브

바렐-호스백-1 바렐-호스백-2

바렐-숏박스 라운드 바렐-숏박스 플랫

그림 14. 본 운동 5 /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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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동 / 수요일

바렐-숏박스 사이드투사이드 바렐-숏박스 트위스트리치

바렐-숏박스 라운드더월드 바렐-모디파이드사이드싯업

바렐-사이드 싯업 바렐-사이드스트레치

그림 15. 본 운동 6 /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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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동 / 수요일

바렐-트리프리퍼레리션 바렐-발레스트레치 프론트

바렐-발레스트레치 글루티얼 바렐- 발레스트레치 사이드

바렐-발레스트레치 백 바렐-사이스트레치

그림 16. 본 운동 7 /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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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동 / 수요일

바렐-백워드스트레치

그림 17. 본 운동 8 / 수요일

본 운동 / 금요일

캐딜락 인터미디엇-푸쉬스로우롱 캐딜락 인터미디엇-티저 프리퍼레이션

캐딜락 인터미디엇-싯업 캐딜락 인터미디엇-어퍼암

그림 18. 본 운동 9 /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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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동 / 금요일

캐딜락 인터미디엇-티저 캐딜락 인터미디엇-리버스푸쉬스로우

캐딜락 인터미디엇-싯팅 프레스다운 캐딜락 인터미디엇-싯팅 머메이드

캐딜락 인터미디엇-닐링 프레스다운 캐딜락 인터미디엇-닐링 머메이드

그림 19. 본 운동 10 /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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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동 / 금요일

캐딜락 인터미디엇-하프스완 캐딜락 인터미디엇-스완

캐딜락 인터미디엇

-푸쉬스로우숏

캐딜락 인터미디엇

-밴드앤드스트레치

캐딜락 인터미디엇-파라킷 캐딜락 인터미디엇-몽키

그림 20. 본 운동 11 /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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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동 / 금요일

캐딜락 인터미디엇-타워 캐딜락 인터미디엇-힙스트레치

정리운동

캐딜락 베이직-롤백 캐딜락 베이직-프로그

캐딜락 베이직-레그써클 캐딜락 베이직-워킹

그림 21. 정리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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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운동

캐딜락 베이직-비트 캐딜락 베이직-바이씨클

캐딜락 베이직-써큘러프로그 캐딜락 베이직-스트레이트암

캐딜락 베이직-암써클 캐딜락 베이직-트라이셉

그림 22. 정리운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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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료 처리

자료처리 방법은 SPSS Window Version 25.0으로 적용하여, 기구 필라테

스 운동 전과 후의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M±SD)로 제시하였고, 기구 필라

테스 운동프로그램 실험 전과 후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대응표본 t-test검증방

법을 실시하였다. 모든 결과의 통계적 유의수준 값은 p<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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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신체의 변화

1. 체중의 변화

체중의 변화는 <표 6>,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체중은 사전 

55.40±7.14kg에서 사후 55.83±6.90kg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체중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체중(kg) 55.40±7.14 55.83±6.90 .824 .44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0

10

20

30

40

50

60

70

체중(kg)

55.8355.4

pre-test

post-test

그림 23. 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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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지방율의 변화

체지방율의 변화는 <표 7>,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체지방율은 

25.86±6.02%에서 사후 24.53±6.36%로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표 7. 체지방율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체지방율(%) 25.86±6.02 24.53±6.36 -.960 .38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0

5

10

15

20

25

30

체지방율(%)

24.53
25.86

pre-test

post-test

그림 24. 체지방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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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MI의 변화

BMI의 변화는 <표 8>, <그림 25>에 나타난 바와 같다. BMI는 사전 

21.26±2.38에서 사후 21.51±2.48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BMI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BMI(kg/㎡) 21.26±2.38 21.51±2.48 .925 .39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0

5

10

15

20

25

BMI(kg/㎡)

21.5121.26

pre-test

post-test

그림 25. BMI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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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강체력의 변화

1. 근력의 변화

근력의 변화는 <표 9>, <그림 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근력은 사전 

25.78±4.26kg에서 사후 29.35±2.77kg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표 9. 근력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근력(kg) 25.78±4.26 29.35±2.77 -3.498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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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5

10

15

20

25

30

35

근력(kg)

29.35

25.78

pre-test

post-test

그림 26. 근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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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지구력의 변화

근지구력의 변화는 <표 10>,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근지구력은 사전 

21.67±12.54회에서 사후 31.50±7.31회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표 10. 근지구력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근지구력(회) 21.67±12.54 31.50±7.31 -4.05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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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5

10

15

20

25

30

35

근지구력(회)

31.5

21.67

pre-test

post-test

그림 27. 근지구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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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폐지구력의 변화

심폐지구력의 변화는 <표 11>, <그림 2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심폐지구력은 

사전 17.00±7.79회에서 사후 23.00±7.21회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1).

표 11. 심폐지구력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심폐지구력(회) 17.00±7.79 23.00±7.21 -4.108 .009**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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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re-test

post-test

그림 28. 심폐지구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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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연성의 변화

유연성의 변화는 <표 12>, <그림 2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유연성은 사전 

14.65±13.39cm에서 사후 22.46±7.97cm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표 12. 유연성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유연성(cm) 14.65±13.39 22.46±7.97 -2.703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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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5

10

15

20

25

유연성(cm)

22.46

14.65

pre-test

post-test

그림 29. 유연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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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총 8주간 기구필라테스 운동을 

통하여 신체변화와 건강체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몸매 가꾸기에 열중인 성인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기구 필라테스 운동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A. 신체의 변화

신체조성은 신체를 구성함에 있어 조직을 몇 개의 요인들로 분류한 것이다.

체중과 체지방량, 제지방량, 체지방률, 근육량 및 신체질량지수 등으로 구분한

다. 크게 지방조직과 제지방조직의 상대적인 구성비율로 나누어진다. 지방은 몸 

전체로 분포가 되어 있는 지방세포를 의미하고, 제지방조직은 뼈와 근육, 피부, 

및 결체조직 등 지방만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소위영 등, 2009).

본 연구에서 8주간 기구필라테스 운동을 성인여성들에게 적용하여 실시한 

결과 체중에서는 증가한 결과를 보였으나 일정 체중을 유지한 결과이며, 성인

여성들의 적정 체중을 유지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체지방율에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BMI에서도 감

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여

성들의 적정 체중을 유지한 결과이며, 신체의 변화는 BMI의 결과를 보면 체

지방율은 감소를 보이고, 근육량이 증가하여 기구필라테스 운동을 통해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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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호(2016)의 연구에서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을 중년여성들에게 적용하

여 실시한 결과 신체조성항목에서 변화는 없었으나 골격근량에서 증가하였다

고 보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배경진의 연구에서도 

12주간 폐경기 전후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매트 운동을 적용하여 실

시한 결과 신체조성의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기엔 미흡한 결과라고 보고하였으

며, 김진옥(2017)의 연구에서는 12주간 소도구 필라테스 운동을 여성노인에

게 실시한 결과 신체조성 항목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다. 정지영(2018)은 소도구를 이용한 필라테스 운동을 여성노인들에게 적용

한 결과 신체조성 항목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선행연구들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신체조성을 변화시키기엔 짧은 기간이라 생각되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 보다 더 장기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면 긍정적인 연구의 결과

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된다.

B. 건강체력의 변화

성인기의 여성들은 건강과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근 운동에 우

선순위를 두고 있다. 필라테스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운동방법으로 발전하고 있

다. 특히 신체에서 요부와 대퇴 그리고 복부 등을 중점적으로 강화를 시켜준

다. 척추에 무리없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성인여성들에게 아름다운 몸을 가

꾸기 위한 운동으로 효과적이다(신혜정, 2009).

건강체력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며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그리고 유연성 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8주 동안 기구필라테스 운동을 성인여성들에게 적용하여 실시

한 결과 근력과 근지구력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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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심폐지구력과 유연성에서도 기구필라테스 운동 실시 전보다 후에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

체조성과는 달리 기구필라테스 운동의 특성상 효율적인 힘을 쓰고 유지하는 

능력을 발달시킨 결과이다. 관절의 가동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으로 건강체력의 

항목을 증진시켜주는 운동이라고 생각된다. 

이지은(2005)의 연구에서는 10주간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건강체력요인 중 근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 허선(2008)의 연구에서도 필라테스 매트운동이 성인여성들의 

근력을 향상시켜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문재원(2009)의 연구에서 필라테스 운

동을 통하여 근지구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월라(2012)는 8주간

의 필라테스 운동이 여대생들의 건강체력 항목에서 근지구력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홍순미(2004)의 연구에서 15주간 필라테스 매트운동

을 실시한결과 심폐지구력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양소영(2

012)의 연구에서도 필라테스 운동이 30-40대 성인여성들의 건강관련체력 항

목에서 심폐지구력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다. 채보원(2017)의 연구

에서 필라테스 운동이 초고령노인의 건강체력에서 유연성 증가에 효과적이라

고 하였으며, 김지선(2010)의 연구에서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기체조 수련

이 유연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일정한 대상자들을 통해 기구 필라테

스 운동의 효과가 전체는 아니지만 유사한 필라테스 운동종목에서 건강체력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기구 필라테스 운동은 성인여성들에게 건강

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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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8주간 기구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하여 성인여성들의 신체 변화

와 건강 체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특정약물 및 보조제를 복용하지 않고 기구 필라테

스 운동만을 실시한 성인여성 10명으로 구성하여 운동 전과 후 신체조성과 건강

체력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A. 기구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한 성인여성들의 신체조성 항목 체중(p>.05)과 

체지방율(p>.05), BMI(p>.05)에서 변화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B. 기구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한 성인여성들의 건강체력 항목에서 근력(p<.05)

과 근지구력(p<.01), 심폐지구력(p<.01), 유연성(p<.05)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

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구필라테스 운동은 성인여성들에게 신체조성 항목

은 적정 수준을 유지한 결과를 나타냈다. 건강체력을 향상시켜주는 결과를 나타

내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성인여성들에게 건강을 유지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

는 운동이라 생각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구필라테스 운동을 장기적으로 실시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맞이하여 행복한 삶

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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