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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Dysmenorrhea can be caused by misalignment of the pelvis. Since pilates stabilization exercise is a methods that affects 

pelvic alignment by inducing contraction of abdominal mus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dysmenorrhea 

is reduced when pilates stabilization exercise is applied.

Methods : 47 dysmenorrhea patie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experimental (n=23) and control (n=24)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pilates stabilization exercise three times a week for 12 weeks, and the control group did not perform 

any intervention. Abdominal muscle thickness, lumbar pelvic alignment, and dysmenorrhea were measured before intervention, 6 

weeks, and 12 weeks after intervention to determine the mean change over time and the effect of group and factor interactions 

(repeated measured ANOVA and contrast test for each period).

Results :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thickness of the transverse abdominis, internal oblique, and external oblique muscle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by group and period (p<.05). The pelvic torsion, lordosis and dysmenorrhea were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by group and period. But the control group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in any of the variables.

Conclusion : Applying pilates stabilization exercise to women with dysmenorrhea may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that contributes 

to relieving dysmenorrhea by correcting the stability and alignment of the lumbar pel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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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일차성 생리통은 여성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매달 자

궁 내 출혈과 함께 나타나는 통증 현상으로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을 가지 못할 정

도로 심각한 통증을 야기하기도 한다(Dawood, 1990). 일

차성 생리통의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생리 시 프로스

타글란딘과 바소프레신의 과다 분비가 통증을 유발한다

고 믿어지고 있다(Bygdeman 등, 1979; Kim, 2005). 이러

한 일차성 생리통을 치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스테

로이드 염증제 또는 경구용 피임약이 널리 사용되고 있

으나 두통,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고, 일시적인 통증 

감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 실정이다(Zahradnik 등, 2010).  

최근 비약리적 방법으로 생리통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 역시 일차성 

생리통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Fernández-Martínez 등, 2019).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은 

동작이 일어나는 매 순간 깊은 호흡을 통해 배가로근, 

배바깥빗근, 배속빗근, 골반바닥근을 강화시키고 허리와 

골반주위 근육과 뼈 그리고 인 들의 협응력을 증진한

다(Kofotolis 등, 2016; Torelli 등, 2016). 이것은 몸통의 

안정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허리골반의 정렬을 통해 

배 안쪽과 골반 안쪽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

록 돕는다(Memmedova, 2015; Penelope, 2002). 또한 필라

테스 안정화 훈련이 배 근육을 활성화하여 척추의 중립

성을 유도함으로써 허리골반의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안정성을 증가시켜 생리통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하

였다(Amelia, 2016; da Fonseca 등, 2016). 

한편, Kim 등(2016a)의 연구에서는 일차성 생리통을 

가진 환자를 상으로 생리통과 허리골반의 역학적 구

조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골반의 전후비틀림이 

있는 경우 일차성 생리통의 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

다. 골반이 전후비틀림 되면 골반 안쪽의 골반바닥근과 

인  등이 비정상적인 인장력을 받게 되어 자궁의 위치

를 변화시킴으로써 생리통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고 하였다. 

필라테스는 호흡뿐만 아니라, 모든 동작 시 갈비뼈에

서 골반까지 연결된 배바깥빗근과 배가로근, 골반바닥근 

등의 동시수축을 유발하는 운동법이며, 배가로근의 신경

근 조절을 통해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함으로써 허리통

증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Lin 등, 2016). 특히 허리통증 

환자에게 필라테스 적용 후 정상인과 비슷한 근활성 패

턴을 이룬 것으로 보아 필라테스 운동이 몸통 근육의 균

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Alves 등, 2019). 배근을 

포함한 몸통근육들은 구조적 특성상 골반의 엉덩뼈능선

과 엉치엉덩관절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근육의 

수축은 골반의 정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필라테스 안정화 운동이 허리골반부의 전후비틀

림을 교정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그것이 생리통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필라테스 허리골반 안정화 

훈련을 통해 배근의 수축을 촉진하여 골반의 전후비틀

림을 교정함으로써 일차성 생리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상자는 만 19∼40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생리곤란증과 생리통이 있는 여성 102명으로 선정하였

다. 실험 도중 탈락한 50명을 제외한 최종 52명을 실험

집단과 조집단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상자의 선정기준은 생리곤란증 점수 70점 이상이고,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로 측정한 생리통

이 5점 이상인 상자로 선택하였으며, 최근 3개월 이상 

매달 생리와 생리통이 지속된 여성, 허리골반의 비정렬

을 가진 여성, 분만 경험이 없는 여성, 과거 또는 현재 

자궁에 관한 질환이 없는 여성, 흡연하지 않는 여성, 현

재 진통제 복용과 체 요법을 실행하지 않는 여성, 현

재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 심한 정신적 병력

이 없는 여성을 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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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제외기준은 월경통이 심해 실험 중 진통제 

복용한 여성, 내분비계에 이상 질환이 있는 여성으로 하

였다.

2. 연구절차 

생리통이 VAS 5점 이상인 상자 52명을 실험집단과 

조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은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

을 주 3회, 50분, 12주간 실시하였고, 조집단은 어떠한 

중재도 하지 않았다. 배근육 두께와 허리골반정렬, 생리

통 지수를 중재 전과 중재시작 6주 후, 중재 후에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가톨릭 학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CUPIRB-2016-010).

 

3. 측정방법

1) 생리곤란증

생리곤란증을 알아보기 위해 MDQ(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를 수정·보완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Moos, 1968). 통증, 집중력저하, 행동변화, 자율신경계 

반응, 수분축적, 부정적 정서에 관한 6점 척도의 35개 항

목으로 이루어진 질문지이다. 3개월 동안 생리가 끝나는 

시점에 매 주기마다 측정하였다. 점수는 최저 35점에서 

2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리곤란증이 심한 것을 의

미한다. MDQ 문항의 cronbach's ɑ= .97이다.

 

2) 생리통

VAS를 이용하여 통증을 평가하였는데, 통증심각도를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분류하여 해당되는 점수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측정 시기는 각 상자별로 3개월의 

중재 기간 중 마지막 생리가 끝나는 시점에 측정하였다.

3) 배근육 두께 

배근육 두께 측정을 위하여 초음파(Ultrasonography, 

LOGIQ Book XP, USA)와 8 ㎒의 초음파 전도자

(ultrasound transducer)를 사용하였다. 측정 위치는 오른

쪽 엉덩뼈능선에서 11번째 갈비뼈 아래모서리 사이의 

중간 부분에서 앞쪽과 안쪽 5 ㎝ 지점으로 하였고, 상

자가 편안하게 숨을 내쉴 때 측정하였다. 3번 측정 후 그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초음파 영상에서 배근육 

두께측정은 배곧은근과 배가로근의 근막 부착지점에서 

10 ㎜ 수평선을 그은 후 그 지점에서 수직선을 그어 배

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순으로 두께를 측정하였

다(Teyhen 등, 2005). 

4) 허리골반 정렬 

허리골반부의 구조적 정렬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래스

터 입체사진술을 이용한 척추구조분석기(Formetric 4D, 

DIERS,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래스터 입체

사진술은 척추의 형태를 방사선 피폭 없이 표면 등고선

을 이용하여 빠르게 검사 할 수 있는 높은 신뢰도와 타

당도를 나타내는 검사방법이다(Hackenberg 등, 2003). 

골반기울기, 골반전후비틀림, 허리뼈분절의 회전, 척

추옆굽음 및 앞굽음은 중립 위치인 0을 기준점으로 측정

하였다. 기준점에서부터 방향에 상관없이 멀어지거나 가

까워지는 수치를 ㎜와 각도의 단위로 측정하였고, 3번 

측정 후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상자에게는 척추구조분석기 카메라에서 180 ㎝ 떨

어진 지점에 카메라를 등진 상태로 위치시키고 상의를 

탈의한 채 7번째 목뼈와 위뒤엉덩뼈가시(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PSIS)를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약간 숙이게 하고 해부학적 자세를 취하여 5초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Giles & Taylor, 1984). 

4. 운동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 프로그램

은 선행 연구들을 토 로 구성하였으며, Table 1, 2와 같

다(Giacomini 등, 2016; Latey, 2001). 상자들이 정확한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자세와 동작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한 후 매 운동 시작 10분간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Stabilizer, Chattanoga Group Inc, 

USA)를 허리뼈 아래 위치시키고 상자들에게 압력계

를 보고 40 ㎜Hg인 상태에서 들숨 후 날숨 시 10 ㎜Hg

를 증가시키게 한 후 10초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J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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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93), 10회 반복 후 1분간의 휴식을 가진 후 3set 10

분간 진행하여 허리골반 주위 근육 수축에 한 피드백

을 주었다. 

각각의 동작을 40분 적용하여 총 50분간 주 3회 12주

간 실시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은 준비운동을 통해 허리

골반 근육 인지훈련을 10분 동안 실시하고, 본 운동 40

분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운동은 바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네발 기기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로 이루어져 있

고, 동작은 필라테스의 특징인 호흡을 이용하여 날숨 시 

허리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팔과 다리의 협

응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12주 동안 3번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였다.

본 연구의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준비운동(warm up)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허리

뼈 아래에 위치시킨다. 실험자는 상자에게 들숨 시 갈

비뼈를 앞뒤 옆으로 벌어지게 하고, 앞배벽은 앞옆으로 

나오도록 구두로 지시한다. 그리고 상자는 압력 바이

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하여 10초간 40 ㎜Hg 를 유지하도

록 한다. 또한 실험자는 상자에게 날숨 시 갈비뼈를 

아래안으로 좁아지게 하고, 앞배벽은 뒤안으로 들어가도

록 구두로 지시한다. 그리고 상자는 압력 바이오피드

백 기구를 이용하여 40 ㎜Hg 에서 10 ㎜Hg 를 증가시킨 

후 10초간 유지하도록 한다. 들숨과 날숨을 1회로 하여 

10회 반복 후 1분간의 휴식을 가지고 3set를 10분간 실

시하여 복부근육과 골반바닥의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하

고 동작 시 허리골반이 안정성을 잘 유지하도록 한다

(Table 1).

4 weeks 8 weeks 12 weeks

Warm up

(10 time)

Breathing awareness

Table 1. Warm up exercise 

2) 바로 누운 자세(supine position)

바로 누운 자세에서 호흡조절을 통해 허리골반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세로 다리를 움직여 준

다. 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허리골반부의 움직임이 일어

나거나 배근육의 완전한 이완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면

서 운동을 실시하였다(Table 2).

Table 2. Pilates stability exercise program on supine position

4 weeks 8 weeks 12 weeks

Supine 

(Each 10 session)

Knee side: one leg abduction, 
return to its original position

Knee side: one leg abduction, 
return to its original position

Half roll down: the tailbone, 
sacrum, and lumbar spine slowly 

descend to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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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eks 8 weeks 12 weeks

Supine 

(Each 10 session)

Knee float: one leg flexion until 
90 degree of hip joint, return to 

its original position

Toe taps: one leg extension, 
return to its original position

Roll up: lift the thoracic lumbar 
spine in order

Buttock stretching:
pull one thigh towards your 

body, do the other side

Dead bugs: lift cross arms and 
legs, do the other side

Dead bugs: lift cross arms and 
legs, do the other side

Single leg circle: one leg lift 
after then draw circle with tip toe

Lift frogs: after extension in knee 
and hip flexion position, it comes 

back

Hundred:
the arm pumps up and down 
continuously in start position

Table 2. Pilates stability exercise program on supine position (continue)

3) 엎드린 자세(prone position) 

 엎드린 상태에서 호흡조절을 통해 허리골반부의 안

정성을 유지한 상태로 팔과 다리를 들어올린다. 이때 몸

통 폄근과 엉덩관절 폄근 등 몸의 뒤쪽근육들의 수축상

태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몸통의 돌림이 일어나지 않

도록 유의하면서 운동을 실시하였다(Table 3).

4 weeks 8 weeks 12 weeks

Prone

(Each 10 session)

Elbow up: raise and lower the 
elbow in the position of placing 

both hands on the ASIS

Elbow up: raise and lower the 
elbow in the position of placing 

both hands on the ASIS

Elbow up: raise and lower the 
elbow in the position of placing 

both hands on the ASIS

Single leg lift: with both hands 
on the forehead, lift one leg

Double leg lift: with both hands 
on the forehead, lift two legs

Alternate arm
 and leg lift: with prone position, 

alternate arm and leg lift

Table 3. Pilates stability exercise program on prone position



대한통합의학회지 제8권 제2호

8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8 No.2

4) 옆으로 누운 자세(sidelying position)

호흡조절을 통해 배근육과 등근육, 옆구리근육 등의 

수축을 유지한 상태로 다리와 골반을 들어 올리고 내리

는 운동을 실시하였다(Table 4). 

      4 weeks 8 weeks 12 weeks

Sidelying

(Each 10 session) Clames: 
lie down on your head, pelvis 

and soles in a straight line, then 
lift and lower your upper knee

Side balance: align the hips and 
the soles of the feet, and with 

your hands supporting the floor, 
raise your pelvis up and down 

while sitting sideways

Side leg swing: lie down on 
your head, pelvis and soles in a 
straight line, then flexion and 

extension your upper leg

Table 4. Pilates stability exercise program on sidelying position

5) 네발 기기 자세(kneeling position)

몸통근육과 다리근육 신장을 하고, 호흡조절을 통해 

몸통의 수축과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로 팔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실시하였다(Table 5).

  4 weeks 8 weeks 12 weeks

Kneeling

 (Each 10 session)

Cat stretch:
in kneeling position, the entire 
spine is rounded while slowly 
inducing segments in the order 

of tailbone, sacrum, lumbar, 
thoracic, and cervical bone

Hip flexor and hamstring stretch: 
stand one leg forward and the 
other leg bend knee, then bend 
the trunk and feel the hamstring 

stretched

Hip flexor and hamstring stretch: 
stand one leg forward and the 
other leg bend knee, then bend 
the trunk and feel the hamstring 

stretched

Hip flexor and hamstring stretch: 
stand one leg forward and the 
other leg bend knee, then bend 
the trunk and feel the hamstring 

stretched

Single leg lift: in the kneeling 
position, lift on leg

Alternate arm and leg lift: in the 
kneeling position, lift alternate 

arm and leg

Table 5. Pilates stability exercise program on kneeling position

6) 앉은 자세(sitting position)

 호흡조절을 통하여 몸통의 옆구리 근육들의 신장과  

몸통돌림 근육들의 수축을 유도하기위한 운동을 실시하

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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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weeks 8 weeks 12 weeks

Sitting

(Each 10 session) 

Mermaid: bend the torso and 
arms to the side and then come 

back

Mermaid: bend the torso and 
arms to the side and then come 

back

Mermaid: bend the torso and 
arms to the side and then come 

back

Spine stretch: sit with your legs 
apart and bend the torso

Spine twist: sit with your legs 
apart and twist the troso  

The saw: sit with your legs 
apart and bend diagonally the 

torso 

Table 6. Pilates stability exercise program on sitting position

7) 선 자세(standing position)

체중지지를 한 상태에서 호흡조절을 통해 몸통의 안

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골반부와 다

리근육들의 강화운동을 실시하였다(Table 7).

 4 weeks 8 weeks 12 weeks

Standing

(Each 10 session) 
Partial lunge: stand with one leg 
in front and the other leg behind. 

bend knee of the front leg

Lunge: stand with one leg in 
front and the other leg behind. 

bend both knees

Squat: in a standing position 
with both legs wide open, sit 
halfway and then stand up.

Table 7. Pilates stability exercise program on standing

5. 결과분석

모든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다. 실험집단과 조집단의 사전 동질

성 검정은 t-test를 하였다. 복부근육 두께, 허리골반 정

렬, 생리통은 중재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변화와 집단

과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분

산분석(repeated measured ANOVA)을 하였으며, 각 시기

별 비검정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집단과 조집단의 일반적 특성 평균은 아래와 

같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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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n=23)

Control group
(n=24)

p

Age (years) 31.23±6.52 27.14±6.03 .29

Height (㎝) 162.45±4.05 164.62±5.93 .12

Weight (㎏) 52.22±4.53 55.83±7.64 .58

Table 8.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중재 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집단과 조집단의 실험 전 종속변수에 한 동

질성 검사는 다음과 같다(Table 9). 생리통, 골반기울기, 

골반비틀림, 부분돌림, 앞굽음, 척추옆굽음, 배가로근, 배

속빗근, 배바깥빗근 두께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ariance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

Pain 7.73±1.68 7.66±1.57 .88

Pelvic tilt (㎜) 4.17±2.93 5.12±3.09 .29

Pelvic torsion (˚) 3.91±1.83 3.45±2.16 .44

Slice rotation (˚) 4.71±2.08 4.35±2.05 .56

Lordotic angle (˚) 0.91±0.28 0.95±0.20 .53

Scoliosis (˚) 6.82±3.84 6.62±3.15 .85

TrA (㎜) 0.25±0.69 0.26±0.63 .74

IO (㎜) 0.36±0.11 0.37±0.11 .82

EO (㎜) 0.38±0.12 0.39±0.11 .77

TrA; transverses abdominis, IO; internal oblique, EO; external oblique, Pelvic tilt; anterior or posterior tilting, Pelvic torsion; iliac 
torsion, Slice rotation; lumbar vertebra rotation, Lordotic angle; lumbar lordosis, Scoliosis; lumbar scoliosis

Table 9. Variabl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 생리통

생리통은 개체 내 효과 검정에서 생리통과 집단의 상

호작용 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0). 생리통과 집

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측정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시간적 경과에 따른 평균 변화는 

아래와 같다(Table 11).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험집단에서는 평균 점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조집단은 평균 점수의 

변화가 없었다. 중재 전과 6주 후 그리고 6주 후와 12주 

후의 비검정은 다음과 같다(Table 12). 중재 전과 6주 

후는 생리통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6주 후

와 12주 후에도 생리통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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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ypeIIISS df MS F p

Pain 128.192 2 64.096 34.908 0.00

Pain * Group 162.518 1.845 88.092 44.255 0.00

TypeIIISS; typeIII sum of squares, DF; degree of freedom, MS; mean squares

Table 10. Test of within-subjects effects on pain

Pre 6 weeks 12 weeks

Experimental 7.73±1.68 5.30±1.63 2.78±1.24

Control 7.66±1.57 7.56±1.47 7.92±1.49

Table 11. Comparison of change in pain on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unit: scores)

Source Period TypeIIISS df MS F p

Pain * Group
Pre-6 weeks 167.723 1 167.723 80.547 .00

6 weeks-12 weeks 101.406 1 101.406 22.198 .00

TypeIIISS; typeIII sum of squares, DF; degree of freedom, MS; mean squares

Table 12. Test of within-subjects contrast on pain 

4. 복부근육 두께

복부근육 두께는 개체 내 효과검증에서 복부근육과 

집단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3). 배가

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모두 집단과의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났으며 측정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변화는 Table 14와 같다.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실험집단 에서는 평균 점수가 점차적

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조집단은 평균 점수 변화가 

없었다. 

중재 전과 6주 후 그리고 6주 후와 12주 후의 비검

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5). 중재 전과 6주 후는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6주 후와 12주 후에도 배가로근, 배속빗

근, 배바깥빗근 모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ource TypeIIISS df MS F p

TrA .107 2 0.054 126.584 .00

TrA*group .112 2 0.056 131.873 .00

IO .082 2 0.041 68.220 .00

IO*group .082 2 0.041 68.307 .00

EO .149 2 0.074 26.505 .00

EO*group .177 2 0.088 31.477 .00

TypeIIISS; typeIII sum of squares, DF; degree of freedom, MS; mean squares, IO; internal oblique, EO; external oblique

Table 13. Test of within-subjects effects on abdominal muscl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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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6 weeks 12 weeks

TrA
Experimental 0.25±0.06 0.33±0.57 0.39±0.04

Control 0.26±0.06 0.26±0.06 0.26±0.06

IO
Experimental 0.36±0.11 0.42±0.09 0.48±0.07

Control 0.37±0.11 0.37±0.10 0.37±0.11

EO
Experimental 0.38±0.12 0.47±0.06 0.55±0.04

Control 0.38±0.11 0.39±0.11 0.38±0.11

TrA; transverses abdominis, IO; internal oblique, EO; external oblique

Table 14. Comparison of change in abdominal muscle thickness on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unit: ㎜)

Source Period TypeIIISS df MS F p

TrA * Group
pre-6 weeks .133 1 .133 209.63 .00

6 weeks-12 weeks .046 1 .046 54.59 .00

IO * Group
pre-6 weeks .087 1 .087 70.74 .00

6 weeks-12 weeks .048 1 .048 63.02 .00

EO * Group
pre-6 weeks .208 1 .208 33.04 .00

6 weeks-12 weeks .077 1 .077 26.89 .00

TypeIIISS; typeIII sum of squares, DF; degree of freedom, MS; mean squares, IO; internal oblique, EO; external oblique

Table 15. Test of within-subjects contrast on abdominal muscle thickness 

5. 허리골반 정렬

허리골반 정렬은 개체 내 효과검증에서 허리골반 정

렬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6). 골

반비틀림, 부분돌림, 앞굽음 그리고 옆굽음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측정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허리골반 정렬의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점수 변화는 Table 17와 같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

험집단에서는 골반비틀림, 부분돌림, 앞굽음 그리고 옆

굽음은 평균 점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지만 골반기울

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집단에서는 허리골반 

정렬 모두 평균 점수 변화가 없었다.

중재 전과 6주 후 그리고 6주 후와 12주 후의 비검

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8). 골반기울기와 옆굽

음은 중재 전과 6주 후, 6주 후와 12주 후 모두 집단 간

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분돌림과 앞굽음은 중재 

전과 6주 후가 집단 간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었고 6

주 후와 12주 후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골반 비틀림은 중재 전과 6주 후 그리고 6주 후와 

12주 후 모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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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ypeIIISS df MS F p

Pelvic tilt .22 2 0.11 0.13 .87

Pelvic tilt * Group 3.03 2 1.51 1.87 .16

Pelvic torsion 17.67 2 8.83 14.73  .00

Pelvic torsion * Group 12.99 2 6.49 10.83  .00

Slice rotation 27.65 2 13.83 8.14  .00

Slice rotation * Group 21.15 2 10.58 6.23  .00

Lordotic angle .41 2 0.21 4.12  .01

Lordotic angle * Group .41 2 0.21 4.12  .01

Scoliosis 21.74 2 10.87 8.04  .00

Scoliosis * Group 9.15 2 4.57 3.38  .03

TypeIIISS; typeIII sum of squares, DF; degree of freedom, MS; mean squares, Pelvic tilt; anterior or posterior tilting, Pelvic torsion; 
iliac torsion, Slice rotation; lumbar vertebra rotation, Lordotic angle; lumbar lordosis, Scoliosis; lumbar scoliosis

Table 16. Test of within-subjects effects on lumbopelvic alignment

Pre 6 weeks 12 weeks

Pelvic tilt (㎜)
Experimental 4.17±2.93 3.78±3.26 3.78±3.26

Control 5.12±3.09 5.37±3.98 5.33±4.00

Pelvic torsion (˚)
Experimental 3.91±1.83 3.04±1.36 2.30±1.29

Control 3.45±2.16 3.41±2.10 3.33±2.07

Slice rotation (˚)
Experimental 4.71±2.08 3.27±1.12 2.76±1.41

Control 4.35±2.05 4.12±1.97 4.27±1.90

Lordotic angle (˚)
Experimental 0.91±0.28 0.73±0.44 0.65±0.48

Control 0.95±0.20 0.95±0.20 0.95±0.20

Scoliosis (˚)
Experimental 6.82±3.84 5.69±2.54 5.30±2.11

Control 6.62±3.15 6.29±3.05 6.33±3.05

Pelvic tilt; anterior or posterior tilting, Pelvic torsion; iliac torsion, Slice rotation; lumbar vertebra rotation, Lordotic angle; lumbar 
lordosis, Scoliosis; lumbar scoliosis

Table 17. Comparison of change in lumbopelvic alignment on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Source Period TypeIIISS df MS F p

Pelvic tilt * Group
Pre-6 weeks 4.522 1 4.52 1.88 .17

6 weeks-12 weeks .02 1 .02 .96 .33

Pelvic torsion * Group
Pre-6 weeks 15.689 1 15.69 12.12 .00

6 weeks-12 weeks 5.051 1 5.05 7.51 .00

Slice rotation * Group
Pre-6 weeks 27.76 1 27.76 8.89 .00

6 weeks-12 weeks 5.29 1 5.29 2.01 .16

Lordotic angle * Group
Pre-6 weeks .56 1 .56 10.35 .00

6 weeks-12 weeks .09 1 .09 .69 .41

Scoliosis * Group
Pre-6 weeks 12.07 1 12.07 3.57 .07

6 weeks-12 weeks 2.20 1 2.20 2.45 .13

TypeIIISS; typeIII sum of squares, DF; degree of freedom, MS; mean squares, Pelvic tilt; anterior or posterior tilting, Pelvic torsion; 
iliac torsion, Slice rotation; lumbar vertebra rotation, Lordotic angle; lumbar lordosis, Scoliosis; lumbar scoliosis

Table 18. Test of within-subjects contrast on lumbopelvic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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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일차성 생리통을 가진 여성에게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 적용 시 배근육 수축과 골반정렬 그리고 생

리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을 12주간 적용한 결과 배가로

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모두 시간 경과에 따라 근육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중재 6주후 그리고 12주 

후에 집단간의 배가로근과 배바깥빗근 두께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은 호흡을 이용하여 허리골반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훈련으로, 들숨 시 갈비뼈가 앞뒤 

옆쪽으로 벌어지게 하고 배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한다. 그리고 날숨 시는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이 동심성 수축을 하여 갈비뼈를 아래안쪽으로 당겨지

게 하고 배가로막이 위로 상승하도록 한다. 이러한 중재

방법은 배근육들을 활성화시켜 허리골반의 안정성을 증

가시킨다(Giacomini 등, 2016; Penelope, 2002). 

Kwon 등(2016)의 연구에서도 필라테스 호흡 시 배가

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의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함

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 필라테

스가 배근육의 수축력을 강화하여 허리골반의 능동적 

안정성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a Fonseca 등(2016)은 일차성 생리통이 있는 여성에

게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을 7주간 주 3회 50분간 적용하

여 생리통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Paithankar와 Hande(2016) 역시 필라테스 훈련이 생리통

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이것은 허리골반부 주위의 근육 강화가 허리골반의 

능동적 안정성을 야기하여 생리통뿐만 아니라 골반주위 

통증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배근육들의 약증은 허리골반 주위 조직에 과부하와 

스트레스를 만들어 통증을 유발하고(Pool-Goudzwaard 

등, 2004; Smith 등, 2008), 반 로 배근육 활성이 균형적

으로 증가하면 골반바닥근의 수축도 협응적으로 일어나

서 허리골반의 전체적인 능동적 안정성을 증가시켜 허

리와 골반부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Kim 등(2016b)은 일차성 생리통을 가진 여성의 

특성 중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의 근수축력이 

떨어져있고 골반앞굽음과 부분돌림이 있음을 확인하여, 

허리골반부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리통이 더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허리골반부 근육들이 골반과 구조적

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능적으로도 상호 작용하기 때문

에, 허리골반부 근육의 균형적인 수축 증가가 허리골반

부의 구조적 정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을 일차성 생리통을 가

진 여성에게 적용하고 중재 전, 중재 6주 후 그리고 중재 

12주 후 허리골반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골반비틀림, 부분돌림, 앞굽음 그리고 옆굽음이 중재기

간 동안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정상 정렬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재 6주 후는 부분돌림과 앞굽음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골반 전·후 비틀림은 

중재 6주 후와 12주 후 모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 적용 후 골반 전·후 비틀

림과 앞굽음이 정상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고, 생리통 역

시 감소된 것으로 보아 허리골반 정렬이 허리골반부 근

육의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생리통 감소를 

유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Liebl와 Butler(1990)는 생리통을 가진 여성에게 

12주간 척추교정치료를 한 결과 생리 3주기 동안 생리통

이 점차적으로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고, Boesler 등

(1993)은 생리 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12명의 여성에

게 허리골반 도수치료를 적용한 결과 즉각적인 통증 완

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Snyder와 Sanders(1996)는 주 

3회 90일간 27명의 생리통을 가진 여성에게 척추교정 지

압요법을 적용한 결과 생리통이 완화되었음을 보고하였

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허리골반의 구조적 정렬이 골

반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자궁의 허혈을 완화함으로써 

생리통을 완화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생리통이 감소한 것은 필라테스를 통

해 배근육과 몸통근의 협응적 수축에 의한 안정성이 선

행적으로 이루어져서 허리골반의 구조적 정렬을 정상적

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혈행이 원활해진 결과 통증이 줄

어든 것으로도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필라테스 훈련은 일차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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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통 환자들에게 능동적 안정성과 수동적 안정성을 동

시에 만들어 생리통을 감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방

법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확실성을 더 높이기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골반내의 혈액순환의 증감 여부를 관찰하여 허리골반부

의 정렬이 순환증진으로 인한 통증완화 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필라테스 안정화 훈련이 일차성 생리통을 

가진 여성의 배근육 두께, 허리골반 정렬, 생리통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일차성 

생리통을 가진 여성의 배부위의 근수축력 증가와 허리

골반 정렬, 생리통 감소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성 생리통을 가진 여성에게 필

라테스 안정화 훈련을 적용하여 허리골반의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서 생리통 완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중재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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