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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ilates exercise on strengthening trunk muscles of females who perform such ex-

ercise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activation of trunk muscles that contact while performing Pilates motions between females with 

or without at least 8 weeks of Pilates experience.

Methods : The study investigated 10 females with at least 8 weeks of Pilates experience in the past 6 months (experienced group) 

and 10 healthy females without Pilates experience (non-experienced group). The study used basic Pilates postures involving hip ab-

duction, lift, and leg swing motions as the measurement postures in comparing the activation of muscles used for stabilization, such 

as the rectus abdominis, external oblique abdominal, and transverse abdominis & internal oblique abdominal muscles. Surface elec-

tromyography was used for measuring muscle activation, and the measurements targeted activation of the rectus abdominis, external 

oblique abdominal, transversus abdominis, and internal oblique abdominal muscles.  

Results :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as compared to the non-experienced group, the experienced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muscle activation in the transverse abdominis and internal oblique abdominal muscles during hip abduction (p<.05) and significantly 

higher muscle activation in the rectus abdominis, external oblique abdominal, and transverse abdominis & internal oblique abdominal 

muscles during lift and leg swing motions (p<.05). 

Conclusion : Pilates exercise performed over a long period can be recommended as an effective exercise method that can increase 

the activation of trunk muscle, and especially, repeated performance of highly difficult motions can increase muscle activation even 

more, which can help promote spinal stabilization, prevent pain, and improve performance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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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인들은 활동적인 생활패턴 보다는 본인의 일상생

활에서 정적인 형태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비활동적인 

생활패턴이 업무형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런 활동적인 생활패턴의 감소로 인한 신체 활동량과 운

동량 부족은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을 저하시키게 되

는데 특히 남성에 비해 평균 체지방량이 많고 근력이 부

족한 여성에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보고되고 있어 시급

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Moseley 등, 2002; Pack 등, 

2009). 

최근에는 이런 사회 문제적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여성들에게 있어 필라테스(Pilates)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규칙적인 필라테스 운동은 신체적 체

력 향상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스트레스 및 우

울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Craft & Landers, 

1998).

필라테스 운동은 1900년 초 조셉 휴버르투스 필라테

스(Joseph Hubertus Pilate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더 나

은 신체 인식과 향상된 자세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ydeard 등, 2006). 전통적인 필라테스 운동은 중심

화(core), 집중, 조절, 정확성, 흐름, 호흡 등 6가지 기본 

원칙을 따른다(Wells 등, 2012). 아울러 현재는 전통적인 

원칙에서 안정화와 운동 범위의 개념을 추가하여 8가지 

원칙으로 적용한다(Cruz-Ferreira 등, 2011; Siqueira 

Rodrigues 등, 2010).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호흡과 결합하여 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중심화 근력 증가에 따른 척추 안

정성(spinal stabilization), 굽힘과 폄의 척추 관절 유연성, 

동적인 몸통 균형능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으며 여성의 

경우 운동 전․후의 그 차이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Donahoe-Fillmore 등, 2007; Johnson 등, 2007; Sekendiz 

등, 2007). 특히, 필라테스 운동 효과에 있어 핵심이 되는 

척추 안정성은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절기능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며 팔, 

다리의 움직임과 척추와 복부 근육의 정적 수축을 통하

여 유지되고 개선된다(Kisner & Colby 2002). 

몸통근육인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및 배속

빗근 등의 근육강화를 통해 척추의 안정성과 몸통 균형

능력이 향상되어지는데(Kim 등, 2012), 그 중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은 모든 움직임으로 부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작용되기 때문에 바른 자세 유지와 척추 

주위의 안정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Hodges 

& Gandevia, 2000; O'sullivan 등, 1997). 

선행연구에 따르면 요통환자나 요통이 없다고 하더라

도 운동에 대한 다수의 경험자 등과 같이 척추 안정성이 

감소하였을 경우 팔, 다리의 움직임 수행을 위한 몸통 

안정화 근육의 활동 감소 및 지연을 보였다. 또한 팔, 다

리의 움직임 시 척추의 안정성이 감소하면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보상 동작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보상 동작은 

비수축성 조직에 반복된 미세손상을 유발하여 또 다른 

척추의 기능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Hodge & 

Richardson, 1997; Sahrmann, 2002).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의 엉덩관절 벌림 운동은 일반

적으로 보행과 균형능력 증진을 위해 자주 실시된다. 아

울러 벌림 운동의 응용동작인 엉덩관절 벌림 동안 반대

측 엉덩관절을 모음하는 ‘리프트(lift) 동작’은 허리뼈를 

포함한 척추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닫힌운동사슬

에서의 몸통 안정화 운동으로 척추 안정성이 감소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많이 실시되는 필라테스 운동의 주요

동작 중 하나이다. 또한 엉덩관절 벌림에다 굽힘동작을 

동반한 ‘레그스윙(leg swing) 동작’은 허리-골반-엉덩이

(lumbo-pelvic-hip complex) 복합체 등의 척추 안정성 향

상을 위해 실시되는 필라테스 운동의 또 다른 주요동작

으로 알려져 있다(Judge 등, 1993; Lee, 1999; Sashika 등, 

1996).

주요 필라테스 운동은 서거나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실

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도 실시될 

수 있으며 중력에 영향에 의해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배

가로근 및 배속빗근 등의 몸통 안정화 근육 활성도 향상

에 더욱 효과적인 자세라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자세와 

비교하여 동작수행이 어렵고 특히 척추 안정성이 감소

한 대상자의 경우 과도한 팔의 활동이나 골반의 가쪽 비

틀림 등이 이를 보상하기 위한 동작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 많아 상당한 지도와 관찰 및 경험이 필요한 동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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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Cruz-Ferreira 등, 2011; Hodges & Richardson, 

1999; Sahrmann, 2002; Siqueira Rodrigues 등, 2010).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의 필라

테스 운동의 수행 경험이 많은 대상자(경험자 군)와 운

동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비경험자 군)를 비교하

였을 때 척추 안정성을 확보하여 몸통 균형능력에 기여

하는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등의 

몸통 안정화 근육 활성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하지만 경험에 따른 그 차이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비교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아울러 앞서 소개한 주요 필

라테스 운동이 통증 예방과 원활한 일상생활 수행을 위

한 몸통 안정화 근육들의 활성화 정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검증을 위한 근 활성도 관

련 연구와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후

속연구 역시 미진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필라테스 운동의 경험 유무에 따라 주요 동

작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의 엉덩관절 벌림, 리프트 동

작, 레그스윙을 실시할 때의 몸통 안정화 근육 활성도의 

비교검증과 함께 필라테스 운동 동작들이 몸통 안정화 

근육 활성도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아보기 위해 경험자 군 내에서 측정 자세에 따른 근 활

성도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는 부산소재의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건강한 

성인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

에게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았

으며, 연구의 목적, 절차 등에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

였으며 대상자들의 참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허리 관련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자

2) 허리 관련 등의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자

3) 허리 관련 등의 신경학적 병변이 없는 자

4) 임산부, 척추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 기타 질환이 

없는 자

참여 대상자 총 20명에 대해 옆으로 누운자세에서의 

엉덩관절 벌림, 리프트, 레그스윙 동작을 포함한 주요 필

라테스 운동프로그램을 최근 6개월 동안 주 3회, 하루 1

시간씩, 최소 8주 이상 수행한 10명의 대상자를 경험자 

군으로 사전에 필라테스 운동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10

명을 비경험자 군으로 임의적으로 나누었다(Table 1). 

Type Name Rep(sets)

Warm-up (10 min)
breathing in neutral spine, shoulder circles 2x, shoulder slaps 2x, 

coccyx curls 4x, 
upper abdominal curls 8x

2-3(3)

Main exercise (40 min)

balance point, rolling like a ball 8x, hundred 2x, hip up 16x, roll 
up - roll down 8x, criss cross 16x, single leg stretch 16x,

spine twist 8x, rising swan -low4x, cat 4x, seal 5x, spine stretch 
forward 3x, single leg

bridge 6x, side hip abduction 8x, side lift 4x, side leg swing 8x, 

2-3(3)

Cool-down (10 min) sexy spine stretch, 3way hip stretch, mermaid, rest position 2-3(3)

Table 1. Pilates exercis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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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자세 및 도구

1) 측정자세

 (1) 벌림 동작

대상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기본정렬을 맞춘 후 

우세측 위쪽 다리를 35˚ 벌림 하였다. 시선은 앞쪽을 

향하며 무릎은 정면을 향할 수 있게 하였다. 골반이 앞

과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준 후 집중해서 동작을 

실시하며 5초간 자세를 유지하였다. 경험자자와 비경험

자 사이 동작수행의 최소한의 차이를 보정하여 정확한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몸통 돌림이 일어나지 않도

록 손을 앞에서 지지하도록 하였다(Fig 1)(Cynn 등, 2006; 

Kim 등, 2013).

Fig 1. Hip abduction motion

 (2) 리프트(Lift) 동작

대상자는 옆으로 자세에서 기본정렬을 맞춘 후 위에 

있는 우세측 위쪽 다리를 35˚ 벌림 한 후 아래에 위치

한 비우세측 다리 또한 10˚ 모음 하였다. 나머지 주의

사항은 벌림 동작과 같다(Fig 2).

Fig 2. Lift motion

 (3) 레그 스윙(Leg swing) 동작

대상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기본정렬을 맞춘 후 

우세측 위쪽 다리를 35˚ 벌림 한 후 발목 관절의 발등 

굽힘과 함께 엉덩관절을 앞쪽으로 45˚ 굽힘 하였다. 나

머지 주의사항은 벌림 동작과 같다(Fig 3).

Fig 3. Leg swing motion

2) 측정도구

 (1) 표면근전도

몸통 안정화 근육의 근 활성도를 보기위해 표면 근전

도(4D-MT& EMD-11, Relive, Korea)를 사용하였다. Kim 

등(2013)의 연구절차와 같이 근전도 자료값은 제곱평균 

제곱근법(Root Mean Square: RMS)으로 변환하였으며 배

곧은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각 근육들의 

활동전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

(Maximal Voluntary Isometirc Contraction: MVIC)을 측정

하였다. 5초 동안의 MVIC 3회를 반복하여 측정한 RMS 

평균값을 계산하였으며 평균 MVIC의 퍼센트 값인 

%MVIC로 표기하였다(Kendall 등, 2005). 측정 시 근 피

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의 측정이후에는 5분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였으며 배속빗근 표면 부위에는 배가

로근과 섞여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가로근 및 배

속빗근으로 표기하였다(Marshall & Murphy, 2003)(Fig 4).

전극위치는 배곧은근은 배꼽과 두덩뼈의 사이, 근복의 

Fig 4. Surface 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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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점에 부착하고 배바깥빗근은 배꼽에서 바깥쪽으

로 15 cm 지점에 부착하며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은 배

꼽과 위앞엉덩뼈가시의 중간지점, 두덩뼈의 중앙 가쪽 

지점에 부착하였다(Vezina & Hubley-Kozey, 2000).

3. 분석방법

측정자세에 따른 두 그룹(경험자 군, 비경험자 군)간 

근 활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

정(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더욱 구체적인 검

정을 위해 숙련자 군 내에서의 측정자세에 따른 각 근육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의 근 활

성도 차이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정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 

22.0)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실험 전 대상자 

특성의 사전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값에서 그

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Variables Exprienced (n=10) Non-Exprienced (n=10) t p

Age (years) 27.9±4.12 27.4±4.35 .264 .795

Height (cm) 162.2±4.39 161.9±3.81 .163 .872

Weight (kg) 54.5±3.47 54.7±3.74 .124 .903

BMI (㎏/㎡) 20.7±0.77 20.9±1.18 .359 .724

Dominant side (right/left) 8/2 9/1 .174 .861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each group 

Mean ± SD

2. 필라테스 운동 경험에 따른 측정 동작에서의 근 활성

도 차이

1) 벌림 동작

엉덩관절 벌림 동작 시 경험자 군과 비경험자 군 간의 

배곧은근과 배바깥빗근 근 활성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

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의 근 활성도는 비경험자 군과 비교하여 경험자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Table 3). 

Variables Exprienced (n=10) Non-Exprienced (n=10) t p

Rectus Abdominis 3.10±0.74 3.09±0.48 .036 .972

External Obilique 12.72±2.04 12.39±1.41 .421 .679

Transvers Abdominis & Internal 
Obilique 

38.39±3.07 34.72±3.46 2.509 .022*

Table 3. Comparison of muscle activation between Pilates experience and non experience group in the abduction motion    (Unit: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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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프트 동작

비우세측 다리의 리프트 동작 시 경험자 군과 비경험

자 군 간의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근 활성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비경험자 군과 비교하

여 경험자 군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5)(Table 4).

Variables Exprienced (n=10) Non-Exprienced (n=10) t p

Rectus Abdominis 13.09±1.90 10.01±1.46 4.068 .001*

External Obilique 29.27±3.10 25.00±2.23 3.537 .002*

Transvers Abdominis & 
Internal Obilique 

44.47±4.81 38.52±4.09 2.982 .008*

Table 4. Comparison of muscle activation between Pilates experience and non experience group in the lift motion     (Unit: %)

*p< .05

3) 레그 스윙 동작

우세측 다리의 레그 스윙 동작 시 경험자 군과 비경험

자 군 간의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근 활성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비경험자 군과 비교하

여 경험자 군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Table 5).

Variables Exprienced (n=10) Non-Exprienced (n=10) t p

Rectus Abdominis 11.12±1.57 9.20±1.79 2.557 .020*

External Obilique 21.04±2.07 18.33±2.14 2.877 .010*

Transvers Abdominis & 
Internal Obilique 

38.39±3.07 34.72±3.46 2.509 .022*

Table 5. Comparison of muscle activation between Pilates experience and non experience group in the leg swing   (Unit: %)

 *p< .05

3. 필라테스 운동 경험자 군에서 측정 동작에 따른 근활

성도 차이

1)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경험자 군에서 엉덩관절 벌림, 리프트 동작, 레그 스윙 

동작 시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근 활성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동작에 따라 근

활성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6).

Variables
Mean ± SD

F p
Abduction Lift Leg swing

Rectus Abdominis 3.10±0.74 13.09±1.90 11.12±1.57 484.753 .000*

External Oblique 12.72±2.04 29.27±3.10 21.03±2.07 848.678 .000**

Transvers Abdominis 
& Internal Obilique

15.12±2.05 44.47±4.81 38.39±3.07 1242.921 .000*

Table 6. Differences of RA, EO, and TrA & IO muscle activity according to the each motion in Pilates experience group   (Unit: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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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운

동 경험자 군과 비경험자 군으로 구분하여 주요 필라테

스 운동 프로그램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관절 벌

림, 리프트, 레그  스윙 동작 시 몸통 안정화 근육인 배

곧은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엉덩관절 벌림 동작 시에는 모든 몸통 안정화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진 비경험자 군과 비교하여 경험자 군의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만이 활성도가 더욱 높았다. 이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팔이 빠르게 움직일 때 

그 어떤 몸통 근육보다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의 활성도

가 가장 먼저 높게 나타나며 또한 반복된 훈련을 통해 

그 활성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에서처럼 8주간

의 반복된 훈련이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경험자 군이 비경

험자 군에 비해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활성도가 더욱 높

은 것으로 보인다(Mashall & Murphy, 2003). 또한 엉덩관

절 벌림 동작이 다른 필라테스 운동 동작에 비해 난이도 

낮은 즉, 몸통 안정화 근육의 작용이 비교적 덜 요구되

는 동작이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진 경험자 군에서 다

른 몸통 안정화 근육들 보다 국소적이며 깊이가 깊고 가

장 먼저 동원되어 척추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만을 좀 더 쉽고 

효율적 동원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Hodge & 

Richardson, 1997; Hodge & Richardson, 1999). 

리프트 및 레그 스윙 동작 시에는 배곧은근, 배바깥빗

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의 모든 몸통 안정화 근육의 

활성도가 비경험자 군과 비교하여 경험자 군에서 더욱 

증가하였다. 

리프트 동작은 엉덩관절 벌림 동작보다 지지면(base 

of support: BOS)이 좁고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다. 즉, 비

우세측 다리와 몸통이 모두 지지면이 되는 엉덩관절 벌

림 동작과 비교하여 리프트 동작은 비우세측 다리가 모

음 되기 때문에 그 지지면이 줄어들어 동작 수행 시 자

세정렬을 유지하기 힘들게 한다. 이렇게 감소된 지지면

은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하여 동작 수행을 어렵게 만들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몸통 안정화 근육들의 공동 활성

화(co-activation)를 유발한다. 또 다른 필라테스 운동 프

로그램인 레그 스윙 동작은 리프트 동작과는 반대로 지

지면은 일정하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COG)의 변

화를 유발하는 동작이다. 우세측 다리가 벌림과 앞쪽으

로 굽힘 됨에 따라 한정된 지지면 위에서 시상면에서의 

다리 움직임이 저항으로 작용하여 무게중심을 몸통 가

운데에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역시 이렇게 발생된 무

게중심의 변화를 유발 시킬 수 있는 힘을 극복하고 적절

한 자세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통 안정화 근육들

의 높은 활성도가 필수적이다(Santos & Aruin, 2009). 

리프트 및 레그 스윙 동작은 엉덩관절 벌림 동작과 비

교하여 보상동작 없는 동작 수행이 어려운 난이도가 높

은 동작이기에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더욱 높은 몸통 

안정화 근육의 활성도 역시 요구되어진다. 그렇기 때문

에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뿐만 아니라 큰 힘을 발생시키

는 배곧은근과 배바깥빗근의 높은 활성도가 함께 필요

하며 특히 반복된 훈련이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경험자 군

이 비경험자 군에 비해 전체적인 몸통 근육 활성도의 차

이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경험자 군과 비교하여 경험자 군에서 전반적

인 몸통 안정화 근육의 활성도가 높게 나타나는 메커니

즘을 분석하여 보면, 경험자 군이 실시한 반복된 훈련은 

척추의 부하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런 부하의 증가는 몸

통 안정화 근육의 능동적인 활성도 증가와 역시 관련이 

있다. Cholewichi와 McGill(1996)에 따르면 어떤 동작 시

에 척추 안정성 지수의 증가는 몸통 주변 근육들의 작용

과 그 순간적인 힘에 의한 관절 압박력의 향상으로 이루

어지는데 즉, 필라테스 운동과 같은 훈련을 통한 반복적

이고 높은 부하를 견디기 위해서는 배곧은근, 배바깥빗

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을 포함한 몸통 안정화 근육의 

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비경험자와 비

교하여 전반적인 척추 안정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Cholewichi & Vanvliet, 2002).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설계를 가지는 Han 등(2017)의 

연구에서 성인 남·녀 18명을 대상으로 매트 필라테스 13

개 동작을 6주 동안 실시한 경험자 군과 전혀 운동을 하

지 않은 비경험자 군의 몸통 안정화 근육들의 두께 변화

를 초음파를 통해 비교한 결과 역시도 배곧은근, 배바깥

빗근, 배속빗근, 배가로근을 포함한 몸통 안정화 근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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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도 향상에 따른 두께의 증가가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더불어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필라테스와 저항운동을 경험한 군

과 비경험자 군의 몸통 안정화 근육의 활성도를 표면과 

심부의 근육으로 나누어 비교한 Moon 등(2015)의 보고

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필라테스 운동의 동작 수행 시 

배곧은근, 배바깥빗근과 같은 비교적 표면에 있는 근육

들은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배속빗근과 

배가로근처럼 심부 근육들은 활성도의 높은 증가를 보

였다. 이는 8주 이상 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한 경험자 군

에서 전반적인 몸통 안정화 근육들의 활성도가 모두 증

가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상이한데, 이는본 연구

에서 같은 운동에 대한 피로도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경험 기간을 6주로 짧게 설정하였다는 점으로 인한 결과

로 생각되며,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운동에 대한 학

습효과가 향상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의해 불필요한 근

육의 작용을 감소시켜 반드시 필요한 심부근육 만을 활

성화시키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필라테스 동작이 척추

안정성을 위한 몸통 근육 활성도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경험자 군 내에서 측정 

자세에 따른 근 활성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Kim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와 같은 동작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관절 벌림과 반대측 다리를 

모음하는 리프트 동작 시 몸통 안정화 근육과 골반 가쪽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벌림 동작과 비교하였을 때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 등의 몸통 

근육 활성도가 더욱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에서 경험자 군에서 실시한 벌림, 리프트 동작, 레그 스

윙 동작을 실시할 때 어떤 동작 시 더욱 몸통 근육 활성

도가 증가되는지 통계적으로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평균

값 차이를 간접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리프트 동작에서 

가장 몸통 근육 활성도의 높은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앞서 설명

한 것처럼 리프트 동작 시 다른 동작들과 비교하여 보상

작용 없이 안정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비우세측 다리가 들어 올려진 불안정한 상태

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수행하기 위한 몸통 안

정화 근 활성도의 높은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 수가 임상적 사정에 

따라 충분한 숫자에 미치지 못하며, 필라테스 운동에 대

한 경험기간이 비교적 짧고 지속적 효과검증에 대한 사

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필라테스 

동작 시 핵심이 되는 몸통 안정화 근육에 대한 활성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현재까지는 부족하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당장 일반화 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앞

으로 많은 비교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필라테스 운동

들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Ⅴ. 결 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의 엉덩관절 벌림, 리프트, 레그 

스윙 동작과 같은 필라테스 운동의 지속적인 경험은 배

곧은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및 배속빗근과 같은 몸통 

안정화 근육의 활성도를 향상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척추안정성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필라테스 운동의 꾸준한 수행은 척추 안정성

을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으로 이어져 요통과 같은 

통증질환에 대한 예방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에 효

과적이라 제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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