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주간 필라테스 매트 운동에 따른 노인 여성의 신체조성  탄성도의 변화

 1777

12주간 필라테스 매트 운동에 따른 노인 여성의 
신체조성  탄성도의 변화

장지은*․유용권*․이병훈**

The Changes of the body composition and vascular flexibility According to Pilates mat 
Exercise during 12 weeks in elderly women

Ji-Eun Jang*․Yong-Kwon Yoo*․Byung-Hoon Lee**

요 약

본 연구는 필라테스 매트 운동을 통해 신체조성과 탄성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노인 건강 증진을 

한 운동 로그램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 다. 노인 여성 30명을 상으로 조군과 운동군으로 분

류하여 운동군은 1회 60분씩, 매주 3회 총 12주간 필라테스 매트 운동을 실시하 다. 신체조성에서는 골격근량

(p<.01)과 체지방률(p<.01)이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체지방량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탄성도에서는 수축기 압(p<.01)과 말  동맥압(p<.01)이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이완기 

압과 동맥압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으로 12주간 필라테스 매트 운동은 노인 여

성의 신체조성과 탄성도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hanges of body composition and vascular flexibility check according to Pilates Mat exercise in 

elderly Women and in future, Exercise programs for seniors health promotion as evidence when tried to utilize. Female 30 elderly 

patients classified into the control group and the exercise group, who was conducted Pilates Mat exercise was gradually intensity 

applied for 60 minutes, three times per 1week, a total of 12 weeks. The following were result the study. Body composi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d(p<.01) in skeletal muscle and body fat rates was decreased(p<.01),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fat mass. Vascular flexibility showed systolic pressu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d(p<.01) and 

peripheral pulse pressu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d(p<.01),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ce in 

diastolic pressure and aorta pulse pressure. As a result of all these, it was judged that a positive effect for body composition, and 

vascular flexibility after pilates mat exercise in 1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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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사회는 속한 경제성장, 생활수 의 

향상  의학 기술의 발달로  세계 으로 인구의 

고령화 상이 속화 되고 있다[1-2]. 노화 상으로

는 표 으로 계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이는 

이 경화되면서 최고 수축기 압을 상승시키고 

이완기 압을 감소시켜서 맥압이 증가하게 된다[3]. 

맥압은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의 차이로 정의되

는데, 심실구출, 동맥의 경직, 반사 로 결정된다[4].

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표 인 질환들로는 

고 압, 심근경색, 부정맥, 동맥경화증  당뇨, 비만 

등으로 알려져 있다[5]. 국내외 여러 학자들은 계 

질환 개선을 해 규칙 인 운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산소 운동은 순환계, 호흡기계의 기능도 증진시키는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6-7]. 

필라테스는 신체 안정화 운동으로서 몸의 심이 

되는 척추와 골반을 바로 잡고 등, 허리, 복부, 엉덩

이, 허벅지 안쪽의 근육을 발달시켜 주는 운동이다[8]. 

필라테스 운동은 크게 기구 운동과 매트 운동으로 분

류할수 있으며, 기구운동에 비해 매트 운동은 비용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다는 장

이 있다[9]. 한 매트 운동은 노인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 강도 운동으로서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병행할수 있으며, 매트나 담요만 있어도 노인

들이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다[10]. 최근 필라테스 운

동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 압[11], 상동맥 심장질환의 방지[10], 

지질[12], 건강체력[10]등의 필라테스 운동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순수한 매트 운동을 통해 심 계

의 험 인자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나 노인을 상으

로 심 계 변화를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필라테스 매트 운

동 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의 신체조성   탄성

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향후 노인들의 비만 방  

 탄성도을 유지하기 한 임상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K 역시 N구에 거주하는 여

성 노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특별한 질병이 없으

며, 최근 6개월간 체계 인 운동경험이 없는 여성 노

인 30명을 상으로 각 15명씩 조군과 운동군으로 

무작 로 분류하 다. 모든 연구 상자들은 연구 목

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 으로 참여한 상에게 

실험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2. 필라테스 매트 운동

본 연구에서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의 구성

은 미국 스포츠 의과 학(ACSM: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13]에 제시되어 있는 노인의 건

강증진을 한 운동 권장량을 수하여 비운동 10

분, 본 운동 40분, 정리운동 10분으로 총 60분간 실시

하 으며, 운동은 주 3회의 빈도로 12주간 용하

다. 필라테스 운동은 필라테스 문가의 지도하에 필

라테스 매트 운동을 실시하 으며, 실험기간에는 필라

테스 동작의 종류를 바꾸면서 운동 강도를 증가하는 

증  운동부하 원리를 용시키면서, 설정된 최  

운동 강도가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하 다. 

3. 측정방법

1)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생체 기 항법(Bioelectrical Impeda-

nce Analysis)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기(Inbody 520, 

Biospace, Korea)를 이용하 다. 신체조성 측정시에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한 신장과 체   연령 등을 

입력하고, 편하게 선 자세에서 양손은 손잡이를 잡고, 

팔은 으로 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후, 극간의 

압을 이용하여 신체조성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

방율을 측정하 다.

2) 탄성도

압은 수은 압계(Yamasu, Japan)를 이용하여 측

정하 다. 상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최소한 5분간의 

안정을 취한 후, 앉은 상태에서 팔을 심장 높이로 하

여 왼쪽 상완 동맥압을 측정하 다.  탄성도 검사

는 Multi-array 압력 센서를 이용하는 비침습 인 방

법으로, 맥 분석기(GAON21A, 한별메디텍, Kore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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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하 다. 외부측정으로 입력한 상완 압과 측

정된 형을 기 으로 말 동맥과 동맥의 탄력도를 

측정하 다.

1-4주

Warm-
up

Breathing
standing roll down
Head stretch

10분

Main
Exercise

nose nods
Bridge
Hundred
head roll

Buttock stretch
one leg stretch

40분

Cool
down

Breathing
standing roll down
Head stretch

10분

5-8주

Warm-
up

Breathing
standing roll down
Head stretch

10분

Main
Exercise

Bridge
Hundred

shoulder bridge hold
side kick serise
Doulble leg stetch
Roll up & down

40분

Cool
down

Breathing
standing roll down
Head stretch

10분

9-12주

Warm-
up

Breathing
standing roll down
Head stretch

10분

Main
Exercise

Teaser
Roll like a boll
Doulbe leg kick

Saw
Cork screw
Roll over

40분

Cool
down

Breathing
standing roll down
Head stretch

10분

표 1.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
Table 1. Pilates mat exercise program

5.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sion 18.0을 사용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각 집단의 12주

간의 운동 ,후 차이의 비교는 응표본 t-검정을 실

시하 으며, 두 집단의 운동 , 운동후 변화량의 차이

에 한 비교를 해 독립표본 t-est를 실시하 다. 

모든 통계  유의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상자 총 30명으로 조군 10명, 운동

군 10명이었다. 실험  동질성 검정 결과 연령, 신장, 

체 , 체지방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일한 집단

임이 확인되었다(표 2).

Group
Age

(yrs)

Height

(cm)

Weight

(kg)

Control 67.64±2.95 153.50±4.76 62.79±8.70

Exercise 67.88±3.88 155.57±5.13 59.31±4.47

p .725 .691 .738

Mean±S.D

표 2.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신체조성의 변화

골격근량에서 운동군은 운동  21.84±2.39(kg)에서 

운동 후 22.49±2.36(kg)로 0.64±0.13(kg) 유의하게 증

가되었으며(p<.01), 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두 집단의 사  사후 변화량 값의 차이에 한 

비교에서는 12주 후에 골격근량은 유의하게 증가되었

다(p<.01).

체지방량은 두 군 모두 운동 에 비해 운동 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두 집단의 사  사후 변화

량 값의 차이에 한 비교에서는 12주 후에 체지방량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체지방률에서는 운동군은 운동  32.04±4.42(%)에

서 운동 후 31.23±4.06(%)로 -0.81±0.31(%) 유의하게 

감소되었지만(p<.05), 조군의 체지방률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한 두 집단의 사  사후 변화량 값의 

차이에 한 비교에서는 12주 후에 체지방률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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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3).

control Exercise t

Skeletal 

Muscle

Mass

(kg)

pre
21.34

±1.96

21.84

±2.39
-0.63

post
21.29

±1.90

22.49

±2.36
-1.53

*

t -0.33 4.86
**

Δ
-0.05

±0.15

0.64

±0.13

Body Fat 

Mass

(kg)

pre
25.69

±5.04

18.84

±3.36
4.52

**

post
25.81

±4.93

18.77

±3.08
4.86

***

t 0.85 -0.29

Δ
0.12

±0.14

-0.07

±0.24

Body Fat 

Rates

(%)

pre
36.25

±5.96

32.04

±4.42
2.25

*

post
35.92

±5.59

31.23

±4.06
2.70

*

t -1.89 -2.59
*

Δ
-0.32

±0.17

-0.81

±0.31

Mean ± SD

*:p<.05 **p<.01 ***p<.001

표 3. 신체 조성의 변화
Table 3. The change of body composition

3. 탄성도의 변화

수축기 압은 운동군은 운동  125.76±14.28 

(mmHg)에서 운동 후 119.17±13.29(mmHg)로 -6.58± 

1.86(mmHg)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p<.01), 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두 집단의 사  사후 변

화량 값의 차이에 한 비교에서는 12주 후에 수축기 

압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1).

이완기 압은 운동군, 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한 두 집단의 사  사후 변화량 값

의 차이에 한 비교에서는 12주 후에 이완기 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말  동맥압에서는 운동군은 운동  48.47±8.50 

(mmHg)에서 운동 후 43.41±7.66(mmHg)로 -5.05 

±1.39 (mmHg)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p<.01), 조군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두 집단의 사  사후 

변화량 값의 차이에 한 비교에서는 12주 후에 말  

동맥압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1). 

동맥압은 운동군, 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p>.05), 두 집단의 사  사후 변화량 값의 차

이에 한 비교에서도 12주 후에 동맥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4).

control Exercise t

Systolic

Pressure

(mmHg)

pre
134.42

±14.23

125.76

±14.28
1.68

*

post
133.21

±14.18

119.17

±13.29
3.04**

t -0.59 -3.54
**

Δ
-1.21

±0.36

-6.58

±1.86

Diastolic

Pressure

(mmHg)

pre
78.71

± 7.17

77.88

±9.94
0.26

post
78.92

±6.67

75.47

±7.76
1.31

t 1.15 -1.51

Δ
0.21

±0.18

-2.41

±1.59

Peripheral

Pulse

Pressure

(mmHg)

pre
55.71

±11.00

48.47

±8.50
2.07

*

post
54.53

±10.01

43.41

±7.66
3.88**

t 0.11 -3.61
**

Δ
-1.18

±0.41

-5.05

±1.39

Aorta

Pulse

Pressure

(mmHg)

pre
41.14

±8.44

38.94

± 8.34
0.73

post
41.42

±8.48

36.82

±9.20
1.44

t 0.81 -1.36

Δ
0.28

±0.35

-2.11

±1.56

Mean ± SD

*:p<.05 **p<.01 ***p<.001

표 4. 탄성도의 변화
Table 4. The change of vascular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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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12주간의 필라테스 매트 운동을 여성 노

인에게 실시한 후 신체 조성  탄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노화 과정  가장 흔한 신체조성의 변화는 신체 

세포의 수가 감소되고, 체지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

한 변화는 고 압, 심 질환, 당뇨병, 뇌졸  등의 

퇴행성 질환의 험도를 높이며, 노인들의 신체조성의 

변화를 가속시킨다[5][14].

필라테스를 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고 압

[11], 폐경기 여성[15]등을 상으로 실시하여 신체조

성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12주간 필라테스 운동 후 여성노인

의 신체조성  유의하게 근육량의 증가, 체지방률의 

감소가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그러나 체

지방량의 경우는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는 이루어지

지 않아 다소 미흡한 결과를 보 다. 이는 년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숙 [10]과 이경희[16]의 연

구에서도 체지방량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이와 같이 필라테스 운동 후 체지

방량의 유의한 감소가 없었던 것은 일정한 상태의 유

산소( 강도) 운동강도 유지가 어려웠거나, 식이습  

등을 통제하지 못한 연구의 제한 에 기인했을 것으

로 단된다. 필라테스 운동은 유산소운동 보다는 

강도의 근력 운동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운동 효과

가 더 효율 인 운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여 필라테스 운동을 실시 할 경

우, 체지방의 감소 효과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인체가 노화되어 감에 따라 여러 기 의 퇴화가 진

행되며, 가장 속하게 퇴화되는 신체 기  의 하나

가 심 계이다[17]. 과거에는 이완기 압이 심

계 질환의 험인자로 고려되어졌지만, 최근들어 이완

기 압보다 수축기 압이 심 계 질환의 요한 

험 인자이고[18], 맥압의 증가 한 요한 독립

인 험인자이며, 압과 맥압의 감소는 동맥의 피로

나 퇴행  경화를 감소시킴으로써 탄성 회복에 

가장 한 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9-20].

본 연구에서 12주간 필라테스 운동이 여성노인의 

압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축기 압은 운동 후 유의

한 감소가 나타났지만, 이완기 압에서는 감소되었으

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종

오[10]는 노인여성에게 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한 결과 

수축기 압은 유의한 감소를 보 으나, 이완이 압

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고, 원용섭[21]은 필라

테스 운동이 요통 비만 여성에게 수축기 압에서 유

의한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반면 필라테스 운동이 이완기 압의 유의미한 효

과가 없었던 것은 운동의 형태  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맥압의 변화를 살펴보면 말  동맥압

은 운동 후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2주간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60  노인여성의 맥

압은 유의하게 감소한 이종근[22]의 연구결과, 고 압 

환자를 상으로 12주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후 맥

압이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김병로 등[23]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 다.

반면 동맥압은 감소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측정 시 맥압은 심장

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말  동맥의 맥압

과 실제의 심 동맥의 맥압 사이에는 차이가 나므로

[24] 짧은 기간 동안 노인에게 있어 운동의 효과가 크

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탄성의 정 인 효과를 

얻기 해서는 유산소성 운동을 복합하여 장기간 규

칙 이고 지속 인 운동의 실천이 필요한 것으로 생

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12주간의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

을 통하여 노인의 신체조성   탄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향후 노인들의 비만 방   탄성도을 

유지하기 한 임상자료로 활용하고자 여성 노인 30

명을 상으로 조군과 운동군으로 분류하여 총 12

주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조성의 변화에서 유의하게 골격근량의 증

가(p<.01), 체지방률의 감소(p<.01)가 나타났으나, 체

지방량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JKIECS, Vol. 8, No. 11, 1777-1784, 2013

1782

다. 

2. 탄성도 변화에서 압  수축기 압은 유

의한 감소(p<.01)가 나타났으며, 이완기 압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맥압  말  

동맥압은 유의한 감소(p<.01)가 나타났으며, 동맥압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2주간 필라테스 매트 

운동 후 신체 구성   탄성도에 정 인 효과

를 나타낸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정 인 효과는 

필라테스 매트 운동이 노인 여성에게 특징 으로 나

타날 수 있는 신체조성을 개선시키고, 심 계 질환

의 정도를 완화시키고, 질환의 진행을 늦춰주며, 신체

의 기능 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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