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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Instrument Pilates Reformer Exercise Program on 

Body Composition and Abdominal Muscle Change in Women in 

Their 30s on Average

Jo , Hoon Heui

Advisor : Prof. Jang, Inyoub M.D.Ph,D.

 Department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ilates on body weight, 

BMI, body fat, muscle mass, abdominal fat rate, abdominal length, and contour 

count. Applicants interested in the western part of Gwangju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nd Pilates was performed and the fourth 

measurements were take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Pilates weighed 60.87kg before the trial and 

57.61kg in the post-period experimental group. The BMI was 22.67 before and 21.46 

after the implementation. 

Body fat decreased by about 5.64 from 30.3 to 24.94, and muscle mass increased from 

22.85 to 23.43. Abdominal fat decreased from 0.857 to 0.836 and abdominal length 

decreased from 26.9 to 25.42. The number of contours decreased from 10 to 8.2.

In the control group, the weight increased by about 0.70kg from 57.25 to 57.95kg 

and the BMI increased from 21.39 to 21.66. And body fat increased from 28.99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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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Muscle mass, abdominal fat, abdominal length, and contours are not much 

different. Independent t-testing was performed to verify homogeneity after the test 

between the tes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items. As a result, Pilates can prove effective in body weight, 

BMI, body fat, muscle mass, abdominal fat rate, length of abdomen, and contour 

count.

Key word : Pilates, body weight, BMI, body fat, muscle mass,  length of abdomen, 

contour count



- 1 -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1996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구분한다(김현진, 2009). 21세기 들어 대한민국 경제와 기술이 향상하여, 현대인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가져다준다(전태원, 1994).또한 변화된 

생활습관으로 예전과 다른 음식문화인 즉석식, 지방이 많은 음식이 주위에 있어 쉽게 

섭취할 수 있고, 음주문화가 활성화되어 신체조성이 빠르게 바뀌고, 컴퓨터를 이용한 

직업들이 늘어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복부에 지방이 쉽게 쌓여 복부비만 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복부비만은 신체의 복부 부위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어 복부가 

불룩해진 상태를 말하며, 복부비만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식으로는 허리둘레와 

허리둘레․엉덩이둘레 비를 구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공표한 내용을 보면, 성인남성은 

허리둘레 37 inch(94cm) 이상, 성인 여성은 31.5 inch(80㎝)이상으로 규정한다(Segal, 

1989).

  복부비만 중에서도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에 따라 피하지방형 비만과 내장지방형 비만

으로 구분하며, 내장지방형 비만에서의 심혈관 위험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성인병 발

병의 원인이 된다(대한비만학회, 2000). 중년여성은 먹는 열량은 높아지지만 움직이는 

신체활동량은 적어지고, 신체 호르몬이 불규칙해지면서 특히, 복부에 지방 축적이 집

중된다(허영희 등, 2010). 

  또한 출산으로 인해, 늘어난 체중과 육아 활동으로 인해 신체 활동 감소, 산후 

조리로 인해 체지방 증가와 체지방량 감소(양점홍, 2002; 박상철, 2011)가 복부비만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복부비만은 성인병 유발과 함께 신체에 악영향을 주며(김현진, 2009), 젊은 

여성의 복부비만은 생리불순과 불임 등 여성 질환의 문제가 나타나며(허영희 등, 

2010), 폐경기에 가까운 여성은 호르몬변화로 인한 지방분포의 변화로 복부에 지방 

축적이 쉽게 된다(김희자, 박오장, 2007). 따라서 많은 여성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미적 관심을 두고 복부비만 관리를 위해, 식사요법이나 치료요법, 운동요법 등의 

다양한 방법에 관심이 있고(이지원 등, 2012), 이에 관련된 복부비만 관리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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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고 있다. 복부비만 관리 중에 식이요법은 식품섭취 열량을 조절하고 소모하는 

열량을 증가시켜 몸속에 저장된 지방을 실어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유도한다(오성태, 

2003; 윤영숙, 2001). 의학적 치료 요법으로 수술요법과 약물요법이 있다. 단, 

약물요법에는 장기간 투여로 부작용과 치료비용이 부담된다. 

  다양한 운동요법 중에 필라테스 운동은 매트에서 하는 기본 운동프로그램에 

저항운동기구인 스프링의 장비를 이용하여 몸통 안정화에 도움을 받아 복부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Brooke, 2000). 복부비만은 배 곧은근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의 복부 근육과 엉덩근육이 늘어나며, 반대로 척추세움근과 엉덩관절 

굴곡근이 짧아진다(박기덕, 2013; Dorrell, 1986; Fitzgerald, 1995). 또한 복부 

둘레가 늘어남으로써 골반가로막근육의 불안정과 근력이 약하게 되며 (최욱철 등, 

2014; Skovron, 1994). 실험자의 신체조건과 허리폄근력 의 관련성을 조사한 곽현 

등(2002), 김건도 등(2006)의 연구에서도 체중과 허리폄 근력, 그리고 복부 둘레가 

비례한 관계에 관한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복부 둘레 증가로 인해 요부 근력이 

약해지며(최욱철 등, 2014; Skovron, 1994) 몸통의 기능 저하(Shiri, 2008; Lidar, 

2012)가 발생된다. 따라 복부 둘레 증가를 예방하고 변하기 위해서는 몸통 안정화에 

도움을 주며 복부 둘레 감소를 중점에 둔 운동이 필요하다(김순영, 2015). 특히 

중년여성들에게 복부 내 지방 축적이 집중되고(허영희 등, 2010), 적은 

신체활동량과(Jennie, 2013) 운동지식이 부족한 중년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운동이다(홍순미 등, 2006; 김혜진 등, 2008; 이해림 등, 2017). 

  필라테스 운동 중에 사용되는 호흡법은 골반가로막근육과 복부 근육을 같이 

수축하여(Sapsford, 2004) 몸통 안정화에 관여하여 복부 근육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다(강정현 등, 2012; 모민상 등, 2014; Cresswell, 1992; Danneels, 2000; 

Loukas, 2008). 이에 앞선 연구들을 통해 필라테스는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만과 필라테스를 이용한 비만치료 연구에서 필라테스 운동은 비만한 

여성들의 체중과 체지방률을 낮추어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김남정 등, 2009; 배 기열 

등, 2015; Sekendiz, 2007). Cakmakçi(2011)는 필라테스 운동을 8주 동안 시행한 결과 

비만 여성들은 체질량지수(BMI)를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박승순 

등(2011)과 이신호 등(2015)은 필라테스 운동 후 비만 여대생의 체지방율과 BMI 

감소의 결과를 나타냈다. 위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필라테스 운동이 비만을 

개선하고 요부를 안정화하며, 복부 근육, 심부 근육 강화하는데도 효과적임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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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의 저항성을 활용하는 만큼 복부 및 코어와 같은 근력을 강화하는데 유용하여,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프로그램이 신체조성의 변화와 신체의 중심이 되는 몸통 

근육 중에 복부 근육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광주광역시 S 구에 거주하는 평균 3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참여

한 그룹(n=10)과 참여하지 않은 그룹(n=10)의 비교를 함으로써,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프로그램이 평균 30대 여성의 신체 조성과 복부 근력에 변화되는지에 목적을 둔

다. 

  C. 연구의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연구 동안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 프로그램이 평균 30대 여성의 신체조성 변

화와 복부 근력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D.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제한점이 있다. 다만, 평균 출산

연령대의 30대 여성을 제하며, 생활습관, 유전적요인등 제한점이 있음에도 리포머 운

동프로그램만으로 변화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의 제한점

  평균 30대 여성으로 제한점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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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실험의 제한점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에 장착되어있는 스프링 장력은 사용 빈도, 제조사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3. 지역의 제한점

  광주광역시 S 구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연구 대상자의 개인 생활

  운동프로그램 진행 중 식습관, 생활습관, 생리적, 심리적, 유전적 요인 및 기타 등

등을 통제하지 못했지만, 실험 기간 6개월 동안 다른 운동 참여는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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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A. 기구 필라테스

  1. 기구 필라테스 역사

  1900년대 초, 조셉 필라테스는 독일 출신으로 본인의 이름을 이용한 운동 ‘필라테

스’를 개발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던 조셉 필라테스는 건강을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였고, 그중 프로복서로 활동하며 그 외 여러 운동에 관심을 두고, 다양

한 운동을 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 있는 랭커스터 포로수용소에서 강제수용 생활 중, 상

처를 입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와 건강회복 목적의 의미를 두고, 바닥 매트에

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침대 위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치료할 방법을 찾던 중, 침대에 스프링을 매달고 스프링의 장

력을 이용해 일정하고 반복적인 운동을 시행하였다. 조셉이 재활과 치료에 목적을 둔 

기구들을 바탕으로 스프링이 내장된 캐딜락과 리포머가 있다(www.carepilates.com).

  재활과 치료 목적을 둔 필라테스는 근육의 양과 부피를 키우는 외적 관리 운동보다

는 근육의 질을 높여주는 운동이다. 필라테스는 무게에 중점을 둔 다른 운동처럼 외근

육을 손상하지 않고, 쉽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근육을 강화하며, 신체 크고 작은근육들

의 수축과 이완을 통하여 평소 사용하지 않는 내 근육까지도 운동함으로써 몸 전체의 

균형과 근육을 강화하며(siler, 2000), 잘못된 자세를 잡아줌과 동시에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하였다(전홍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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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약 500~600개 이상의 동작들로 구성되는 필라테스 운동은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시행

되며 매트 운동과 기구운동으로 구분된다. 필라테스는 매트 위에서 신체만 가지고 운

동하는 프로그램이 다수이지만, 다양한 소도구의 도움을 받아 몸을 보완 받거나 강도

를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 또한 스프링을 사용한 기구 필라테스의 기구종류로는 

리포머(Reformer), 캐딜락(Cadillac), 체어(Chair), 스프링 월(Spring wall)로 이루어

지고, 스프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크배럴(Arc Barrel), 스파인 코렉터(Spine 

Correcotor), 래더 배럴(Ladder Barrel)이 있다(유지호, 2016).

  그 중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은 스프링의 저항 또는 중력을 이용하여 저항력을 

주거나 동작에 맞게 신체를 잡아주는 운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한 동작으로 부상을 방지하며, 개인의 힘이나 유연성에 맞게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큰 운동이다. 강약조절로 인해 근력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며, 척추와 골반

을 정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김혜진 등, 2008).

  리포머 구성 중 운동을 위해 눕거나 엎드리거나 서는 등 자세를 취하는 곳을 캐리지 

라고 한다. 캐리지는 레일 위에 고정되어있어 스프링을 밀고 당기는 동작을 취하여 신

체 모든 부위를 단련시킨다. 그리고 다양한 운동 동작을 통해 강도를 조절하여 운동의 

범위를 넓혀준다. 또한 스프링의 흔들림을 제어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신체의 불균형이 

심한 사람들에게 신체의 근육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힘을 길러주는 운동이다(권자은, 

2014).

           그림 1. 스프링                      그림 2.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3.기구 필라테스의 운동 원리

  필라테스는 집중, 호흡, 중심, 정확성, 조절, 유동성의 6가지 특징으로 이루어진 운

동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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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중(Concentration)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있다. 필라테스 운동은 단순히 동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

중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신체변화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집중함으로써 효과적으

로 동작할 수 있게 해주고 근육의 단련, 골격의 고정뿐만 아니라 뇌 기능과 뇌 향상에

도 많은 도움을 준다(손훈용, 2007). 마음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을 통해 

신체 근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집중해야 한다(김덕영, 2005).

  (2) 호흡(Breathing) 

  호흡의 원리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통해 폐 깊숙한 곳까지 남아 있는 

공기와 해로운 가스들을 폐 밖으로 내뿜고 동시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시켜 몸의 순환

을 도와준다(정현아, 2015). 조셉 필라테스가 고안해낸 흉곽 호흡법으로, 평상시 하는 

호흡과는 다르게 어깨를 들어 올리며 가슴을 내밀면서 배를 부풀리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마시는 호흡에 흉곽이 확장되며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내쉬는 호흡에는 확장

된 흉곽이 줄어들어 폐 깊숙이 남아있던 공기와 해로운 가스들을 밖으로 배출시킨다. 

이러한 흉곽 호흡법은 마음을 안정하게 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몸과 정신의 균형을 조

화롭게 이루도록 도와준다(Dreas, 2003).

  그러나 필라테스 동작을 하는 동안에는 올바른 호흡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잘못된 

호흡법이나 필라테스 동작 시 호흡법을 병행하지 않으면 신체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

지 못하여 운동의 기대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김덕영, 2005) 

  (3) 중심(Centering)

  조셉 필라테스는 파워하우스를 중심으로 몸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파워 하

우스(Power House)는 몸의 중앙 복부, 엉덩, 등허리에 있는 근육 집단으로 구성되며, 

신체의 중심 파워 하우스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팔, 다리, 목 등 신체 각 부위를 바르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재인용, 김덕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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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확성(Precision)

  필라테스의 모든 동작에는 각각의 목적을 두었다(Siler, 2000). 정확한 운동법으로 

완벽한 동작을 수행하여 운동의 양이 아닌 질에 초점을 두었고, 정확한 자세는 균형을 

잡는 데 집중하고 부상을 방지하도록 도움을 준다(Portia Page, 2012). 

  완벽한 맞춤 동작을 하기 위해 각각의 부분 동작들이 중요하다. 완벽한 동작을 수행

함으로써 맞춤 동작에 필요한 근육을 작용시키고, 이러한 근육 동작성은 몸의 균형과 

근육의 부상, 피로 방지에 효과가 있으므로 기초 동작 일지라도 정확하고 완벽히 수행

하는 것이 중요하다(Latey, 2001).

  조셉은 집중을 통해 정확한 동작에 중점으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의 값어치를 

잃는다고 하였다(재인용, 김덕영, 2005).   

 

  (5) 조절(Control)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은 조절과 많은 관계가 있으며, 필라테스에서도 이와 같은 조

절이 필요하다(Kelina, 2001).필라테스는 힘과 스트레치가 조합된 운동으로, 몸을 조

절한다는 것은 동작의 큰 동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손끝, 발끝, 목의 위치, 다리

의 위치 등과 같은 세세한 동작들을 조절하는 변화과정에도 해당이 된다. 조절을 통한 

정확한 움직임은 부상을 방지하고 최대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김덕영, 

2005).

  (6) 유동성(Flowing Movement)

  필라테스는 정확한 호흡법 및 중심과 통제를 유지하여 순조로운 동작 모형을 만들어 

낸다(Porti Page, 2012). 동작 모형은 물이 흐르는 듯한 움직임의 흐름으로 몸을 이해

하고 교정하는 능력을 기르며(Siler, 2006), 관절, 관절 신경조직을 통합하여 부드럽

고 균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하며(Harman, 2005), 순조로운 동작을 만들기 위해 

정신과 신체의 일체화가 되는데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PortiaPa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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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신체를 이루고 있는 기관, 조직을 정량적 또는 상대적인 비율로 계산한

다. 지표를 통해 뼈, 근육량, 지방 등을 확인 한다. 신체조성은 유전적, 연령대,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치고, 운동과 식습관으로 인하여 변화한다. 크게 제지방과 체지방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빈민정, 2008).

  1. 제지방(Total Fat)

  체중에서 체지방을 제외한 근육, 뼈, 내장기관을 포함한 기관을 포함한 신체 조직을 

제지방이라고 한다. 제지방은 체수분, 단백질, 골 무기질, 글리코겐을 포함하고 있으

며(빈민정, 2008), 제지방 체중은 전체 체중에서 저장지방의 무게를 뺀 값을 말한다

(신주화, 2003).

  (1) 체수분(Total Body Water)

  세포를 싸고 있는 세포막 안에 존재하는 수분을 세포내액(ICF)이라 하고, 세포와 세

포 사이의 수분인 간질액에 혈액의 수분 성분인 혈장을 합하여, 세포외액(ECF)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이를 체수분의 구성요소가 된다. 제지방은 약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영양분과 산소를 세포에 제공하여 노폐물을 없애며, 교통수단의 역할로 

대사 작용을 한다(빈민정, 2008).

  (2) 단백질(Protein)

  신체조직의 필수 구성성분 중인 단백질은 면역체계, 혈액 응고, 근육조직, 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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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빈민정,2008). 영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백질의 양은 

영양의 기준으로 정하고 흔히 근육량을 측정한다(박혜진, 2002).

  (3) 무기질 (Mineral)

  뼈의 무게는 체수분에 녹아있는 이온 성분을 제외한 무기질량을 의미한다. 고형물인 

고단백질과 무기질 50%와 수분 50%의 수치로 뼈가 구성된다.

  이때 수분과 단백질이 포함되어있는 뼈의 전체 무게는 총 체중의 10~15%이지만 무기

질 함량은 총 체중의 5% 이내이다(빈민정, 2008). 

  2. 체지방

   체중에서의 지방을 체지방이라 표한다. 올바른 신체기능에 갖추어야 할 필수지방은 

신체조직과 뼈, 허파, 간장, 비장, 근육, 심장, 신장, 장 등의 조직과 중추신경계에 

축적한다. 신체조성 표에서 지상의 정상범위로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북부지방률(Waist-Hip Ratio : WHR), 체지방률(Percent Body Fat)로 판단하며, 이는 

비만의 기준점이 된다(빈민정,2008).

  (1)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질량지수는 건강 위험도를 평가하고 치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표이며, 비만 

평가지수라고 부른다. 공식을 통해 적절한 비만도 평가하여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

으며(비만 치료지침, 2012), 체질량지수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장의제곱 
체중 

  아시아 성인 표 BMI 범위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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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분류 BMI
저체중 <18.5
정상 18.5~22.9
과체중 23.02~24.9
비만 ≧25

표 1. 한국 기준 비만도 분류

  (2) 체지방률(Percent Body Fat) 

  체지방량의 비율을 백분율로 변환한 것으로 % Fat으로 나타낸다.

지방률  체중  
체지방

  평균 남성 체지방률은 15~20%이며, 여성 체지방률은 20~25%이다. 성별에 따라 

나이가 많아질수록 체지방이 높게 바뀐다. 반대로 제 지방 체중인 근육과 체액, 골격 

등은 줄어든다(Forbes, 1991). 이때, 체지방이 높아지는 것은 지방세포수 증가하고 

지방 세포 크기도 비례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Knittle, 1972).

  (3) 복부지방률(Waist-Hip Ratio : WHR)

  현대인들의 변화된 생활습관과 생활환경 변화로 바뀌어버린 음식문화로 인해 특히 

복부에 지방이 빠르게 쌓이게 된다. 복부에 많이 쌓여 복부비만이 나타나는데, 복부비

만에서도 피하지방이 많은 피하지방형 비만과 내장지방이 많은 내장지방형으로 나누어

진다. 내장지방형 비만에서의 심혈관 위험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성인병 발병의 원인

이 된다.(대한비만학회, 2000). 

  복부지방률의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복부지방률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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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지방률(WHR)의 표준범위 및 비만 기준 표는 <표 2>와 같다.

남자 여자

표준범위 0.75~0.85 0.7~0.8

비만 0.9이상(허리둘레 90cm이상) 0.85이상(허리둘레 85cm이상)

표 2. 복부지방률 기준 표

  C. 복부 근육

  배의 근육은 기능상 전신의 굽힘 근의 역할을 하고, 가슴과 마찬가지로 네 개의 커

다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을 정면으로 굽히는 배곧은근(Rectus  abdominis), 

몸을 측면으로 굽히는 배빗근이 있습니다. 배빗근에서는 배속빗근(Internal oblique),

배가로근(Transversus abdominis), 배바깥빗근(External oblique) 으로 구성되어 있

다.

  1. 배 곧은근(배 곧은근)은 복부에서 표층 근육으로 이루어지며, 

  상체를 하체 쪽으로 끌어내리거나 하체를 상체 쪽으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하다. 배곧은근은 신체신장의 약 1/5(평균 35cm)에 달하는 꽤 긴 

근육이다. 길이뿐만 아니라 면적도 넓어도 밀도가 떨어지며 힘이 분산이 된다(석정현 

2017).

  2. 배바깥근빗근(배바깥빗근)은 두껍고, 가장 큰 근육으로 나타내며, 가쪽 복벽을 

구성하는 세 근육 중에 가장 표면에 위치하고 있다(Grevious , 2006).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자세에서의 손가락은 배바깥빗근의 섬유 방향을 추정케 한

다. 아래쪽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배열된다(이광규,2009)

  양쪽 모두 작용은 몸통굴곡(몸통굽힘)과 복압상승이 일어나며, 한쪽만 작용을 했을 

경우엔 외측굴곡(가쪽굽힘), 반대방향으로 몸통 회전(몸통돌림)이 일어난다(김택연, 

2004).

  3. 배속빗근(배속빗근)은 복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전 외측 근육 중에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Greviou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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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에서 팔을 교차시켜 손가락을 전상장골극에 대어 볼 경우, 이때 손가락은 배속

빗근의 근섬유 방향을 가르치게 된다. 상방 내측으로 비스듬하게 배열된 심부 근육이

다(이광규,2009)

  양쪽 모두를 작용한다면 몸통의 굴곡(몸통 굽힘)과 복압(복부압력)상승이 되며, 한

쪽으로만 작용하였을 경우엔 외측굴곡(가쪽 굽힘)과 같은 쪽으로 몸통 회전(몸통 돌

림)이 된다(김택연, 2004)

  4. 배가로근(복횡근)은 배빗근 가쪽 복벽 중에 가장 몸 안쪽으로 위치하며(Grevious 

et al., 2006), 기시부 서혜인대, 장골능, 흉요근막이고, 정지부는 복건막, 백선, 치

골이다(정진우,2012).사람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코르셋처럼 감싸고 있는 심부 근육

으로 (Hodges & Gandevia, 2000), 배가로근은 몸통 안정성, 골반의 안정성을 고정해주

는 역할을 하며, 유일하게 평행으로 배열된 복부근이다(수평방향).

그림 3. 복부 근육

  

D. 모아레

  Moire는 프랑스어의 파형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Moire figure는 2중 이상의 

무늬가 합쳐졌을 때 생기는 새로운 패턴을 나타낼 때 이용된다. 그리하여 Moire 

figure는 기하학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Moire figure에서 나타난 등고선의 

형태를 사용하여 사물의 3차원적인 측정에 이용하는데, 이를 Moire topography라고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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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서인보, 1987).

  Moire topography는 크게 2가지의 방식으로 그림자식 Moire topography, 영사식 

Moire topography가 있다(박정도, 1979). 본 연구에 이용한 Moire topography는 그림

자식 Moire topography를 이용하여, 일정한 거리의 점 광원으로부터 기준 격자까지 물

체를 기준으로 두고, 기준을 향해 빛을 비추어 격자판의 그림자 무늬가 물체의 위에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고 이 그림자를 다시 격자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관찰하면 물체

의 표면에 격자 나타난 그림자 무늬와 격자무늬가 겹쳐 나타나 새로운 무늬가 생성되

는데 이것이 모아레 무늬며 이와 같은 측정방법을 그림자식 Moire topography라고 한

다(조성호,1993). 

  그림자식 Moire topography로 인간을 측정할 수 있게 최초로 적용한 인물은 일본의 

Takasaki로 알려졌고, 사람의 신체 같은 굴곡이 있는 표면이나 복잡한 형상을 수치적

인 방법으로 나타낸다(조성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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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인원수

(N)

나이

(yrs)

신장

(cm)

체중

(kg)

운동그룹 10 36.2세 163.7cm 60.87kg

비그룹 10 37세 163.6cm 57.25kg

III.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위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IRB를 통하여 실험 승인을 받은 뒤 총 2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광주광역시 S 구에 거주하는 평균 30대 여성 설정하였다<그림13>.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으며, 신체조성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를 연구 

대상자의 기준을 두었다. 연구 기간  출석 및 측정에 임할 수 있는 실험자를 운동그룹

으로 먼저 선발하고, 운동그룹(N=10)과 비운동그룹(N=10)으로 구분한 후, 실험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와 동의한 

실험자를 대상으로, 검사 동의서(informed consecnt)를 받은 후, 기구 필라테스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표 3> 연구대상자 신체적 특징으로 다음과 같다.

  B. 연구 절차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 프로그램이 평균 30대 여성의 신체조성 및 복부 근력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 4>처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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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선정

· 광주광역시 S 구에 거주하는 평균 30대 여성

· 운동 그룹 10명, 비운동 그룹 10명, 총 20명 선정

↓

사전 검사

· 신체조성(체중, BMI, 골격근량,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 복부근력 (복부사이즈, 등고선 개수)

· 1차검사 -〉 2차검사 -〉 3차검사 -〉 4차검사 : 총 4회 측정

↓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 프로그램 실시

· 운동 형태: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

· 운동 강도: RPE: 10-19

· 운동 시간: 일일 90분

· 운동 빈도; 주 2회

· 운동 기간: 총 6개월

↓

사후 검사

· 신체 조성(체중, BMI, 골격근량,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 복부근력 (복부사이즈, 등고선 개수)

↓

자료 처리

표 4.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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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명칭 모델명 제조국 측정항목

복부근력

Moire Korea
복부사이즈(cm)

복부 등고선 개수

 C. 측정 도구 및 방법

  측정도구 <표 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명칭 모델명 제조국 측정항목

체성분검사

Inbody 120 Korea

체중(kg)

BMI(Kg)

골격근량(Kg)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표 5. 측정 도구

  D. 측정 항목 및 방법

  1. 신체조성 검사

  신체 조성 측정으로 실험 전에 사전검사 1회, 실험 중 검사 2회, 실험 종료 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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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회로 총 4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In body 120에 신장 및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하

고, 정확한 체성분 측정을 위하여 간편한 복장과 금속류를 제거한 맨발의 상태로 In 

body 120 전극판 위에 선 자세를 유지하였다. 다음으로, 손잡이를 각각 한 손씩 잡은 

상태에서 팔은 겨드랑이에 닿지 않게 편 상태를 유지한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도록 

한 후, 전극 간의 전압으로 체중(Weight), 골격 근량(skeletal muscle mass), 

BMI(Body mass index) 및 체지방율(Percent Body Fat)과 복부지방률(Waist-Hip Ratio 

: WHR)을 측정하였다. 

그림 4. 신체조성 검사 모습

  2. 복부 모아레촬영

  모아레 복부 촬영은 실험 전에 사전검사 1회, 실험 중 검사 2회, 실험 종료 후 사후 

검사 1회로 총 4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모아레 촬영을 위해 측정실의 환경을 어둡게 

조성한 후, 복부가 드러나는 복장을 갖춘 채 진행하며, 기준 격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광원을 기준으로 선 자세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팔은 겨드랑이에 닿지 않게 편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풀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도록 한 후 광원을 비추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상에 나타난 등고

선으로 복부 사이즈와 복부 등고선 개수를 측정하였다. 복부 등고선의 간격 사이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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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제조사에서 제시한 0.7cm를 기준으로 두었다.

그림 5. 복부 모아레 촬영 모습

 

  E.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프로그램

  ACSM의 지침으로 1일 90분, 주 2회로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

였다(ACSM, 2011). 운동프로그램 강도는 주관적인 운동강도(RPE)로 정하였으며,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은 스프링의 저항력 영향을 받기 문에 1주에서 3주 동안 RPE 

10~12(약간 힘들다: 최대 산소섭취량을 50~60%)정도로 적응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3주에서 6주까지는 RPE 13-16(힘들다: 최대 산소섭취량의 60~70%)으로 강도의 변화

를 주어 진행하였으며, 7주에서 10주까지는 RPE 17-19(매우 힘들다 : 최대 산소섭취량

의 80%이상)로 점차적인 방법을 적용해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신덕수, 2010).

  <표 6>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 프로그램은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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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레벨
무

게
표준동작 표준동작

Footwork

(toes)
basic 3

Footwork

(arches)
basic 3

    

   

Footwork

(heels)
basic 3

tendon 

strech
basic 3

 

Hundred basi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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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 circle basic 2

Frog basi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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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g

Hundred
basic 2

Stomach

massage

(round)

basic 2-3

Stomach

massage

(Flat)

basic 2-3

Stomach

massage

(reach up)

basic 2-3

Short box

(round)
basi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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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box

(flat)
basic 3

Short box

(sideto 

side)

basic 3

Short box

(twist)
basi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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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box

(tree)
basic 3

elephant basic 2

Knee

stretch

(round)

basic 2

Knee

stretch

(arched)

basic 2

Knee

stretch

(knees off)

basic 2



- 25 -

running basic 3

Pelvic lift basic 3

single leg

stretch
basic 2

double leg

stretch
basic 2

single

straight

leg

basic 2

double

straight

leg

basic 2

criss cross basic 3

Plank basi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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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plank basic 3

Teaser basic 3

표 6.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프로그램

  F.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운동그룹과 비 운동그룹으로 비교분석을 하고 대상자의 특성을 빈도표로 나타내

고, 그룹 간의 사전․사후 동질성 확인을 위해 독립 t-test를 사용하여 표준편차와 평

균을 제시하였다. Paired t-test 사용하여 실험 전과 후의 차수별 변화를 비교하는 데 

이용하였다. 통계적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α=0.05로 기준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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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운동그룹(N=10)과 비운동그룹(N=10)을 대상으로 6

개월 동안 평균 30대 여성의 신체조성과 복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

구하였고 각 그룹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사전 동질성 확인

분
그 룹 (M±S.D.)

t P
운동그룹 비 운동그룹

체중 60.87 57.25 1.051 .307

BMI 22.67 21.39 1.086 .291

체지방 30.3 28.99 0.587 .563

근육량 22.85 22.06 0.753 .460

복부지방률 0.857 0.839 0.872 .394

복부길이 26.888 25.281 1.984 .062

등고선 개수 10 9.9 0.117 .907
*P<.05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표 7>. 그룹 간 사전 동질성 확인

  표 7>은 운동그룹과 비 운동그룹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목별로 독립 t검

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한 내용이다. 확인결과 근육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α=.05), 체중의 경우 운동그룹이 60.87, 비 

운동그룹이 57.25로 약 3.62 정도의 차이(t=1.051, P<.05)를 보였다. 모든 항목의 동

질성이 확보되었으며, 또한 운동그룹에 비해 비운동그룹은 모두 체중, BMI 체지방, 근

육량, 복부지방률, 복부길이, 등고선 개수가 낮았으며, 이로 인해 체중, BMI 체지방, 

근육량, 복부지방률, 복부길이, 등고선 개수는 운동그룹이 높게 관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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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룹 내 변화 확인

분
측정차수

사전 1차 2차 3차

체중 M±S.D 60.87 59.17 57.45 57.61

Diff. -1.7 -1.72 0.16

Paired t 3.295*** 1.421 -0.2377

BMI M±S.D 22.67 22.03 21.79 21.46

Diff. -0.64 -0.24 -0.33

Paired t 3.189* 1.935 1.557

체지방 M±S.D 30.3 29.53 27.17 24.94

Diff. -0.77 -2.36 -2.23

Paired t 1.599 3.930*** 4.461***

근육량 M±S.D 22.85 22.42 23.08 23.43

Diff. -0.43 0.66 0.35

Paired t 1.528 -2.369* -1.706

복부지방률 M±S.D 0.857 0.848 0.851 0.836

Diff. -0.009 0.003 -0.015

Paired t 1.368 -0.757 2.496*

복부길이 M±S.D 26.888 26.396 25.905 25.421

Diff. -0.492 -0.491 -0.484

Paired t 2.785* 3.620*** 1.887

등고선** M±S.D 10 8.2

Diff.  -1.8

Paired t 3.375***

*P<.05 **P<.01 ***P<.001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Diff.(paired 

differences)

 1. 운동그룹의 측정차수별 변화

<표 8>. 운동그룹의 측정차수별 변화

 위의 <표 8>은 운동그룹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차수별 차이를 Paired t-test 한 내

용이다. 체중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1차의 변화(t=3.295*, P<.05)는 유의하였으며, -1.7 

감소하였다. 1차에서 2차의 변화(t=1.421*, P<.05) 역시 유의하였으며 -1.72 감소하였

다. 2차에서 3차의 변화(t=-0.2377, P<.05)도 유의하였으며 0.16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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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MI 경우 사전검사에서 1차의 변화(t=3.189, P<.05)는 유의하였으며, -0.64 감소하였

다. 1차에서 2차 변화(t=1.935, P<.05) 역시 유의하였으며 -0.24 감소하였다. 2차에서 

3차 변화(t=1.557, P<.05)도 유의하였으며 -0.33 감소하였다(그림 7). 

  체지방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t=1.599 P<.05)는 유의하였으며, -0.77 감소하

였다. 1차에서 2차의 변화(t=3.930, P<.05) 역시 유의하였으며 -2.36 감소하였다. 2차

에서 3차의 변화(t=4.461, P<.05)도 유의하였으며 -2.23 감소하였다(그림 8). 근육량

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t=1.528, P<.05)는 유의하지 않고, -0.43 감소하였다. 1

차에서 2차의 변화(t=-2.369, P<.05) 유의하지 않았으며 0.66상승하였다. 2차에서 3차

의 변화(t=-1.706, P<.05)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0.35 상승하였다(그림 9). 복부지방률

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t=1.386, P<.05)는 유의하였으며, -0.009감소하였다. 1

차에서 2차의 변화(t=-0.757, P<.05) 역시 유의하였으며 0.003상승하였다. 2차에서 3

차의 변화(t=2.496, P<.005)도 유의하였으며 -0.015감소하였다(그림 10).

  복부길이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t=2.785, P<.05)는 유의하였으며, -0.492감소

하였다. 1차에서 2차 변화(t=3.620, P<.05) 역시 유의하였으며 0.491감소하였다. 2차

에서 3차의 변화(t=1.887, P<.05)도 유의하였으며 -0.484감소하였다(그림 11).

  등고선 개수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t=3.375, P<.05)는 유의하였으며, -1.8감

소하였다. 등고선 개수는 한번 측정하였으며(그림 12), 복부사이즈 변화를 볼 때, 등

고선의 개수로 비교 분석하며, 더 세세하게 사이즈의 변화를 보고자 할 때는 모아레 

제조사에서 정의한 (등고선 개수)*0.7로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운동집단의 등고선 개

수는 평균 1.8개 감소하였고, 평균 1.26cm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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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측정차수

사전 1차 2차 3차

체중 M±S.D 57.25 57.28 56.82 57.95

Diff. 0.03 -0.46 1.13

Paired t -0.068 1.147 -3.246**

BMI M±S.D 21.39 21.39 21.22 21.66

Diff. 0 -0.17 2.15

Paired t 4.070 1.087 -3.449***

체지방 M±S.D 28.99 30.31 31.21 32.44

Diff. 1.32 -0.9 1.23

Paired t -3.233** -1.730 -3.492***

근육량 M±S.D 22.06 21.6 21.05 21.15

Diff. -0.46 0.55 -0.1

Paired t 1.991 1.685 -0.452

복부지방률 M±S.D 0.839 0.836 0.836 0.847

Diff. -0.003 0 0.011 

Paired t 0.428 -3.700 -3.497***

복부길이 M±S.D 25.281 25.492 25.893 26.567

Diff. 0.211 0.399 0.704

Paired t -2.961** -2.238* -4.856***

등고선** M±S.D 9.9 10.7

Diff.  0.8

Paired t -2.752*

*P<.05   **P<.01   ***P<.001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Diff.(paired 

differences)

  2. 비운동그룹의 측정차수별 변화

<표 9>. 비 운동그룹의 측정차수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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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는 비운동그룹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차수별 차이를 Paired t-test 한 내

용이다. 체중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는(t=-0.0687, P>.05)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0.03상승하였다.1차에서 2차의 변화(t=1.147, P>.05)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0.36 줄어

들었다. 2차에서 3차의 변화(t=-3.246, P>.05)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1.13상승하었다.

(그림.6) BMI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는 없었다. 1차에서 2차의 변화(t=1.087, 

P>.05) 역시 유의하지 않았으며 -0.17 작아졌다. 2차에서 3차의 변화(t=-3.449, 

P>.05)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2.15 상승하였다(그림 7)

  체지방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t=-3.233, P<.01)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1.32 

상승하였다. 1차에서 2차의 변화(t=-1.730, P>.05)는 유의하지않았으며 -0.9 줄어들었

다. 2차에서 3차의 변화(t=-3.492, P<.05)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1.23 상승하였다(그림 

8) 근육량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t=1.991, P>.05)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0.46 

감소하였다. 1차에서 2차의 변화(t=1.685, P>.05) 역시 유의하지 않았으며 0.55상승하

였다. 2차에서 3차의 변화(t=-0.452, P>.05)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0.1감소하였다(그

림 9). 복부지방률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t=0.428, P>.05)와 1차에서 2차의 변

화(t=-3700, P>.05)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각 -0.003. 감소하였다. 2차에서 3차의 변화

(t=-3.497, P>.05)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0.011상승하였다(그림 10).

  복부 길이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t=-2.961, P>.05)0.211 상승하였다. 1차에서 

2차의 변화(t=-2.238, P>.05)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0.399 상승하였다. 2차에서 3차의 

변화(t=-4.856, P>.05)도 유의하지 않았으나 0.704 상승하였다(그림 11).

  등고선 개수의 경우 사전에서 1차의 변화(t=-2.752, P<.05)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0.8 상승하였다. (그림 12) 복부사이즈 변화를 볼 때, 등고선의 개수로 비교분석하며, 

더 세세하게 사이즈의 변화를 보고자 할 때는 모아레 제조사에서 정의한 (등고선 개

수)*0.7로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운동집단의 등고선 개수는 평균 0.8 상승하였고, 평

균 0.56cm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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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사후 동질성 확인

분

그 룹 (M±S.D.)

t P
운동그룹 비 운동그룹

체중 57.61 57.95 -0.111 .912    

BMI 21.46 21.66 -0.197 .845

체지방 24.94 32.44 -3.576** .002

근육량 23.43 21.15 2.195  .041*

복부지방률 0.836 0.847 -0.646 .526

복부길이 25.421 26.567 -1.416 .173

등고선 ** 8.2 10.7 -3.434  .002**

*P<.05   **P<.01   ***P<.001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표 10>. 그룹 간 사후(4차) 동질성 확인

  운동그룹과 비 운동그룹의 사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목별로 독립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한 결과 복부지방률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α=.05).

  사전 동질성 검사 및 그룹의 측정차수별 결과를 함께 살펴볼 때 체중은 운동그룹의 

체중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체지방 역시 운동그룹의 측정치가 더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지방률의 경우 두 그룹의 평균치의 차이가 비 유의하게 

바뀌어 이 역시 운동그룹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부길이의 경우 운동그

룹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고 판단되고, 등고선 개수는 운동그룹은 감소하였으나, 비

운동그룹은 상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운동그룹에서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를 통

해 체중, BMI, 체지방 근육량, 복부지방률, 복부 길이, 등고선 개수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생각된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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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중년여성들은 다른 나이에 비해 복부비만이 증가하여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아지

며(윤은선 등, 2008; 고성식, 2009; 고옥선 등. 2019), 중년여성은, 먹는 열량은 높아

지지만, 움직이는 신체활동량은 적어지고, 신체 호르몬이 불규칙해지면서 특히, 복부

에 지방 축적이 집중된다(허영희 등, 2010). 또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늘어난 체중

과 육아 활동으로 인해 신체 활동 감소, 산후 조리로 인해 체지방 증가와 제지방량 감

소(양점홍, 2002; 박상철, 2011)가 복부비만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복부비만은 성

인병 유발과 함께 신체에 악영향을 주며(김현진, 2009), 젊은 여성의 복부비만은 생리

불순과 불임 등 여성 질환의 문제가 나타나며(허영희 등, 2010) 폐경기에 가까운 여성

은 호르몬변화로 인한 지방분포의 변화로 복부에 지방 축적이 쉽게 된다(재인용, 김희

자, 박오장, 2007).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S 구에서 평균 30대 성인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운동그룹

과 비 운동그룹으로 구분하여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프로그램이 평균 30대 여성의 신

체조성 및 복부 근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운동그룹은 체중과 BMI.체지방

률은 감소하며 근육량은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비운동그룹은 체중과 BMI.체지방률은 

증가하였으며 근육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경선(2014)은 필라테스 운동을 통한 신체 활동의 증가가 지방대사활동의 증가로 나

타나 인체 내 지방이 감소하여, 장기간 필라테스 활동이 지속하면 TC(Total 

cholesterol: 총 지방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조다수지(2009)

는 필라테스 매트 운동을 하게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유도한다. 기초체력에서 근력

은 운동 전(45.70kg)에서 운동 후(53.76kg)으로, 체성분에서 운동 전(54.47kg)에서 운

동 후(53.96kg)으로, 체질량지수(BMI)는 운동 전(19.60index)에서 운동 후(19.39)로, 

체지방율은 운동전(24.90%) 에서 운동 후(23.79%)로, 체지방량은 운동 전(13.71kg)에

서 운동 후(12.92kg)로, 근육량은 운동 전(37.72kg)에서 운동 후(38. 27kg)으로, 기초

대사량은 운동 전(1232.40kcal)에서 운동 후(1239.20kcal)로 모두 유의하게 변화한다. 

앞에 연구결과와 조건을 맞추어 실험군만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근육량은 운동 전

(22.85kg) 에서 운동 후(23.43kg) 운동 전(60.87kg)에서 운동 후(57.61kg)으로, 체질

량지수(BMI)는 운동전(22.67index)에서 운동 후(21.46index)으로, 체지방율은 운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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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에서 운동 후(24.94%)로 모두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조다수지와 본 연구는 복부강화 프로그램으로 동작이 일치하지만 매트 필라테스와 

다르게 본 연구는 기구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맞게 스프링 무게를 조절할 수 있지만 결

론적으로는 운동 프로그램이 비슷하였기에 결과의 방향이 비슷하였으며 필라테스 운동 

프로그램이 기초체력 향상과 체성분 조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현아

(2015)는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프로그램은 신장, 체중, BMI, 체지방률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필라테스 기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 아닌 리포머 운동기구 하나만을 사용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의 경우 유산소성 효과

가 떨어져 체중 및 체지방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프

로그램이 몸의 중심 근육(Core muscle)의 단련과 신체균형향상에 중점을 맞추어 있기

에 복부지방률의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였다. 본 연구는 

체중,BMI,체지방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필라테스 운동에서 주는 중심 근육 단

련의 효과는 비슷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문지현(2011)의 연구에서도 필라테스 운동그룹에 복부 근육과 삼부 근육에 활

성화 및 두께에 큰 차이를 보여 복근의 활성도가 큰 운동으로 결과를 나타냈다. 심부 

근육인 복횡근의 활성도는 실험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필라테스 운동은 심부 근

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숙련자에서 활성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배경진(2009)은 폐경기 중년에게 12주간 필라테스 운동을 한 결과 체중과 체지방량에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는 일치하지 않았다. 

  유지호(2016)의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이 중년여성의 신체조성 및 활성산소농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를 보면 8주간의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으로 체중, BMI, 체지방률은 

변화가 없었으나 골격 근량은 조금의 수치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는 1

6주가 더 추가된 6개월 동안 연구에 따르면 체중, BMI, 체지방률이 줄어들고 골격근량

은 미미하게 상승하였다. 신체조성에서의 변화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좋은 결과가 나

타났었다. 또한 Brooke(2000)은 몸통 안정화에 도움을 받아 복부를 강화하는 데 도움

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강정현(2012)등 에서도 몸통 안정화에 관여하여 복부 근육 강

화하는 데 효과적이다고 이야기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은 복부 근육 강화 결과를 얻었

으며, 복부 근육 강화에 따른 복부의 사이즈변화가 나타남과 동시에, 외관상으로도 뚜

렷한 변화가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를 본 연구에서 알리고자 한다.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프로그램이 평균 30대 여성의 신체조성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산소운동을 포함시키며, 직업에 활동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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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을 조절하여 식이요법을 병행하게 되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된

다. 또한 필라테스 운동원리에서도 나타난 흉곽 호흡으로 인해 복부의 사이즈가 변하

며 복부가 더욱더 강화된 점을 보아 운동 외에도 생활 속에서 호흡을 적용하면 생활습

관이 변화되며, 생활의 삶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VI.결론

  본 연구는 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프로그램이 평균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동그룹

10명, 비 운동그룹 10명으로 배정하여 일일 90분씩 총 6개월 주 2회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을 시행하여 체중, BMI, 체지방, 근육량, 복부지방률, 복부길이, 등고선 개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필라테스 리포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올

바른 신체에 맞게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와 덧붙일수 있는 자료를 마련

하고자 주 2일, 90분간의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을 한 후 각 변인에 대한 비교분석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체중의 변화

  본 연구에서 총 6개월 동안 주 2회 90분씩의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이 체중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운동그룹에서 60.87에서 57.61로 감소하여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비운동그룹에서는 57.25에서 57.95의 미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2. BMI의 변화

  본 연구에서 총 6개월 동안 주 2회 90분씩의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이 BMI 대해 분석

한 결과 운동그룹은 22.67에서 21.46으로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비 운동그룹은 

21.39에서 21.66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체지방률의 변화 

  본 연구에서 총 6개월 동안 주 2회 90분씩의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이 체지방률을 분

석한 결과 운동그룹은 30.3에서 24.9로 감소하여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비 운동그룹은 

29.0에서 32.4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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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육량의 변화

  본 연구에서 총 6개월 동안 주 2회 90분씩의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이 근육량을 분석

한 결과 운동그룹은 22.85에서 23.43으로 증가하였고, 비 운동집단은 22.06에서 21.15

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복부 지방률의 변화

  본 연구에서 총 6개월 동안 주 2회 90분씩의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이 복부지방률을 

분석한 결과 운동그룹은 0.857에서 0.836으로 감소하고, 비 운동집단은 0.839에서 

0.847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6.복부길이의 변화

  본 연구에서 총 6개월 동안 주 2회 90분씩의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이 복부사이즈를 

분석한 결과 운동그룹은 26.888에서 25.421로 감소하며, 비 운동집단은 25.281에서 

26.567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7. 등고선 개수의 변화

  본 연구에서 총 6개월 동안 주 2회 90분씩의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이 등고선의 개수

를 분석한 결과 운동그룹은 10개에서 8.2개로 감소하며, 비 운동그룹은 9.9개에서 

10.7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평균 30대 여성들에게 있어 총 6개월 주 2회 90씩의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은 신체조성과 복부 근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필라

테스 리포머 운동을 하여 신체조성과 복부 근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운동요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개월간의 긴 실험결과 근소한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체중의 감소가 나타났는데, 

유산소 운동의 부족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지 않아 6개월간의 긴 실험 결과로써는 미미

한 변화였다. 하지만,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으로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그리고 식이

요법을 병행하면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비만의 원인은 다양하

므로 평가를 통해 치료와 예방에 관리하여 신체구성에 맞는 운동 강도 및 방식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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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정적인 연구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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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IRB 심의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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